
《東醫寶鑑》의 국 와 간행에 한 再論1)

*

김호2)

**

◁ 목 차 ▷

Ⅰ. 들어가는 말

Ⅱ. 嘉慶 이  《東醫寶鑑》의 국 와 수용 양상

1. 朝⋅淸 사신 교류와 《동의보감》의 국 

2. 《동의보감》의 《古今圖書集成⋅醫部》로의 편입

Ⅲ. 嘉慶 이후 《동의보감》의 국에서의 간행  수용 양상

1. 간행 주체의 변화와 《동의보감》의 국에서의 간행

2. 《동의보감》에 한 국 의학계의 수용태도

Ⅳ. 나오는 말

I. 들어가는 말

《東醫寶鑑》은 한국 한의학 연구의 대명사로 불러도 과언이 아닌 까닭으로 지금

까지의 관련 연구는 상당히 풍부하다고 할 수 있다. 연구사 검토라는 측면에서 볼 

때 《동의보감》에 대한 국내 연구는 방제학, 원전의사학과 생리병리학 연구가 주류

를 이루어왔다.1) 동시에 2009년 7월 《동의보감》이 Unesco 세계기록유산으로 등

  * 이 논문은 2013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

임(NRF-2013S1A5A2A01019948).

 ** 성균관대학교 중어중문학과 부교수
 1) 한창현⋅박상 ⋅권오민⋅안상 ⋅안상우는 <국내 한의학 학술지에 발표된 동의보감 

연구 현황 조사>에서 동의보감 연구 현황을 분석하면서 ｢……하지만 경락경혈 및 침구

학 분야는 2000년 중반부터 연구가 진행될 수 록 활발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東醫寶鑑》에 대한 기존 연구들이 전체적인 의학관이나 서지학적인 특징, 약처방

이 중심이며 침구법에 관한 연구는 부족하 으나 2000년 중반부터 침구경락관련 연구

가 활발히 진행된 결과로 보여진다. 하지만 한의학 학술지에 게재된 동의보감관련 연구

논문을 분류해보면 방제학 관련이 58편으로 가장 많았으며, 원전의사학 48편과 생리병

리학 40편으로 다른 분야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한의학 학술지에 게재된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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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된 것과 더불어 《동의보감》에 대한 연구 저변이 이전에 비해 더욱 확대되어 새로

운 시각에서 《동의보감》을 조명하는 연구들이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2011년에 

｢《동의보감》의 역사와 배경｣이라는 주제로 《동의보감》 완성 400주년 기념 학술대회

가 개최되었는데 이 학술대회는 의학적 관점뿐만 아니라 동아시아학을 포함하는 인

문학적 관점에서 《동의보감》을 조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2) 이와 관

련된 한 가지 흥미로운 주제는 조선인 허준의 《동의보감》을 한국이라는 단일 연구 

시야에서 벗어나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의학교류라는 관점에서 조명하는 것이다. 

2015년에 발간된 신동원의 《동의보감과 동아시아 의학사》가 이 방면의 대표적인 

연구 성과이다.3)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의학 교류라는 연구시야로 《동의보감》을 조

명함에 있어 현재까지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동의보감》의 중국

전파와 그 향문제를 다룬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이 방면의 선행연구를 국내외로 나누어 검토하면 아래와 같다. 먼저 국내의 선행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는 《동의보감》이 청대 

康熙 년간에 편찬된 《古今圖書集成》에 수록된 사실과 이를 통한 한⋅중 醫學交流 

현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 《고금도서집성》과 한⋅중 의학교류>4)의 경우가 대

표적이다. 둘째는 《동의보감》의 중국에서의 간행과 향문제를 직접적으로 검토하

는 연구이다. 예를 들면 《 《동의보감》에 대한 서지적 연구: 특히 일중 양국에의 전

파 경위와 그 두 나라에 끼친 향을 중심으로 하여》5), <동의보감의 국내 및 국외

보감관련 연구논문이 발표된 학회지 중 5편 이상 게재된 학술지를 살펴보면 대한한의

학방제학회지에 발표된 논문이 34편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국의사학회지 27편과 동의

생리병리학회지 24편으로 다른 학술지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또한 《東醫寶

鑑》 연구의 대부분이 방제 및 원전의사학 관련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음을 나타낸

다고 하겠다.｣라고 연구동향을 개괄하고 있다. 《한국의사학회지》  22-2, 2009, 12-13

쪽.

 2) 본 학술대회는 인제대학교 인문의학연구소와 (재)민족의학연구원의 주최로 2011년 5월 

13일 (금) 1:00 - 7:00(P.M)에 KT&G 상상마당 6층에서 열렸다. 당시 발표된 논문

으로는 < 《동의보감》의 역사와 전망>, < 《동의보감》의 인문학적 배경>, <동아시아 본초학 

전통과 《동의보감》>, < 《동의보감》 탕액편의 증류본초 활용> 등의 논문이 발표되었고, 

마지막으로 <21세기 한국과 《동의보감》,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종합토론을 

가졌다. 

 3) 신동원지음, 《동의보감과 동아시아 의학사》, 들녘, 2015.

 4) 안상우, < 《古今圖書集成》과 韓⋅中 醫學交流>, 《한국한의학연구원논문집》  8-2(통권9

권), 2002, 1-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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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서의 간행에 관한 고찰–일중양국에 있어서의 간행 및 보급에 관한 문제를 

중심으로–>6), 《 《동의보감》의 서지학적 연구》7) 등이다. 이 일련의 연구들을 통해서 

연구자들은 중국에서의 《동의보감》의 간행(刊行)경위와 수용태도 및 중국에서 간행

된 乾隆本(1766년 간본), 光緖本(1890년 간본), 新鉛活字本, 石印本 등의 중국 

판본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그 외에 신동원은 《동의보감과 동아

시아 의학사》에서 《동의보감》의 중국에서의 평가문제를 간략하지만 비교적 정확히 

기술하고 있다.8)

국내와 비교할 때 국외(주로 중국)의 연구 성과 역시 적지 않다. 가장 주목할 것

은 《동의보감》의 판본에 관한 연구이다. 예를 들어 全世玉은 < 《東醫寶鑒》版本傳承

新 >9)에서 한, 중, 일에서 간행된 《동의보감》의 판본을 계통적으로 고찰하고 있

다. 또한 王錦鴻의 <王如 抄本東醫寶鑒版本初探>10)과 閻桂銀ㆍ馮晶의 <王如

手抄本東醫寶鑒探討>11) 등은 《동의보감》이 중국에 전해진 뒤에 출현한 최초의 필

사본인 王綸手抄本에 대해 비교적 상세한 고찰을 진행하고 있다. 이외에 최수한의 

< 《東醫寶鑑》版本 >12)는 《동의보감》의 조선간본뿐만 아니라 16종의 중국간본과 

2종의 일본간본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 《東醫寶鑑》引書 >13)에서는 《동의보감》

에 인용된 중국의서에 대해 개략적인 설명을 하고 있다.

그러나 《동의보감》의 중국전파 및 간행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자세히 살펴보면 여

전히 부족한 점이 발견된다. 예를 들어 < 《고금도서집성》과 한⋅중 의학교류>는 《고

금도서집성》에 《동의보감》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여 《동의보감》

 5) 박경연, 《 《東醫寶鑑》에 대한 書誌的 연구: 특히 日.中 兩國에의 傳播 경위와 그 두 

나라에 끼친 향을 중심으로 하여》, 청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석사학위논문, 2000.

 6) 박경연, <東醫寶鑑의 國內및 國外에 있어서의 刊行에 관한 察–日中양국에 있어서의 

간행 및 보급에 관한 문제를 중심으로–>, 《醫史學》 9-2, 2000, 141-162쪽.

 7) 박경연, 《 《東醫寶鑑》의 書誌學的 硏究》, 전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박사학위논문, 

2009. 

 8) 신동원지음, 《동의보감과 동아시아 의학사》, 354-362쪽.

 9) 全世玉, < 《東醫寶鑒》版本傳承新 >, 《中國中醫藥信息雜志》  15, 2008, 163~164쪽.

10) 王錦鴻, <王如 抄本東醫寶鑒版本初探>, 《醫古文知識》  2, 2003, 38-39쪽.

11) 閻桂銀ㆍ馮晶, <王如 手抄本東醫寶鑒探討>, 《中華醫史雜志》  32-3, 2002, 151~ 

154쪽. 

12) 崔秀漢, < 《東醫寶鑑》版本 >, 1991, 229~232, 215쪽.

13) 崔秀漢, < 《東醫寶鑑》引書 >, 《延邊醫學院學報》  14-1, 1991, 62-6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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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적어도 청대 강희년간 이전에 중국에 전파되었음을 밝혀내었다. 그러나 대부분

의 내용이 《고금도서집성》에 대한 소개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한⋅중 의학교류는 

《고금도서집성》에 수록된 《동의보감》의 내용을 분야별로 열거하는 것에 그치고 있

다. 신동원의 《동의보감과 동아시아 의학사》도 편폭의 제한 때문인지 《동의보감》의 

중국에서의 평가문제는 언급하고 있지만 전파과정에 관한 논의는 소략하다. 다음으

로 《동의보감》의 중국 판본과 간행에 관련된 연구 역시 편폭의 제한으로 인해 주요 

판본과 序跋文의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까닭으로 《동의보감》의 중국 전파와 간행 및 중국 의학계의 수용양상 문제

는 여전히 더욱 깊이 있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본문은 상술한 선행

연구의 부족한 점에 착안하여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동의보감》의 중국전파와 수

용양상 문제를 재검토하고자 한다. 첫째, 《동의보감》의 중국 전파와 간행 과정을 

좀 더 세 히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동의보감》의 중국 전파와 간행을 

嘉慶 년간을 기점으로 두 시기로 나누어 고찰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가경 이전에 

《동의보감》은 일찍이 중국 사신들에 의해 중국으로 전파되지만 민간에서의 筆寫와 

간행 등은 매우 제한적이었던 반면 가경이후로 《동의보감》의 간행은 이전 시기보다 

매우 활발해지면서 전파되는 지역 역시 광범위해지기 때문이다. 또한 《동의보감》은 

康熙 년간에는 《고금도서집성⋅의부》에 수록되면서 청조의 官撰 의학체계로 편입

되는 반면 가경이후에는 모두 민간 출판사가 간행의 주체가 되는데 이를 통해 《동

의보감》이 중국 民間의학으로 편입되는 과정을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가경

이후 《동의보감》이 민간의학으로 편입되는 현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본 연

구에서는 청대에 《동의보감》이 간행되었던 지역과 관련 藏書目錄을 통해 《동의보

감》이 중국의 어떤 지역에서 간행되고 전파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내고자 한

다. 둘째, 《동의보감》에 대해 당시 혹은 후대의 중국학자들은 어떤 수용태도를 지

니고 있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예를 들면 《동의보감》이 중국 의학계에서 구체

적으로 사용된 실례가 있는지의 여부를 관련 자료를 통해 검토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이상의 논의를 통해 《동의보감》의 중국전파와 간행이 동아시아 의학사

에서 갖는 의미를 선행연구보다 더욱 확대시켜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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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嘉慶 이  《동의보감》의 국 와 수용 양상

1. 朝⋅淸 사신 교류와 《동의보감》의 국  

《동의보감》의 중국 전파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민간이 아닌 朝廷간의 교류를 통

해 전파가 이루어졌다는 점이 주목된다. 《동의보감》이 언제 누구에 의해서 중국에 

처음으로 전해졌는지는 확실치 않다. 다만 《承政院日記》, 《朝鮮王朝實 》과 《日省

》 등에 《동의보감》의 중국 전파와 관련된 기록들이 발견된다. 관련 기록들을 시

간 순으로 정리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번

호
내용 출처

1
大通官 張繼哲이 《동의보감》과 丸藥을 간청하여 지 하

겠다는 내용14)

《승정원일기》  종 2년/ 05월

/26일(갑술)

2
《동의보감》을 얻기를 원하는 上勅使의 청 로 해  것인

지 묻는 내용15)

《승정원일기》  종 3년/ 05월

/12일(갑신) 

3
上使⋅副使 등이 요구한 《동의보감》 등은  수 있으나 

七星倭劍은 쉽게 마련할 수 없다는 내용16)

《승정원일기》  종 3년/ 12월

/06일(을사) 

4

養心閣에서 引見時에 洪命夏 등이 입시하여 大通官 무리

들이 雜物을 요구하는데 그 가운데 《동의보감》이 있다는 

내용17)

《승정원일기》  종 3년/ 12월

/10일(기유)

5

崔錫恒 등이 입시하여 査官 등이 요구한 《동의보감》과 花

紋席을 鳳城에 들여보내는 문제에 해 논의하는 내

용18)

《승정원일기》 숙종 37년/ 10월

/23일(무인) 

6

引見에 朴權 등이 입시하여 査官 穆克登 등에게 禮單을 

보내는 문제를 논의하면서 통 이 《동의보감》을 요구

하니 요구를 들어주어야 한다는 내용19)

《승정원일기》 숙종 38년/ 08월

/23일(갑술) 

7
통 이 요구한 물건가운데 《동의보감》 세 질이 있다는 

내용20)

《승정원일기》 숙종 43년/ 11월

/03일(계축)

8
상부칙사가 요구한 물건가운데 《동의보감》 세 질이 있다

는 내용21)

《승정원일기》 숙종 44년/ 01월

/07일(병진) 

9
兩勅이 大匣枝三草 40匣, 九味淸 30丸, 淸心丸 30환, 《동

의보감》 3질을 入給해 달라고 하 다는 내용22)

《승정원일기》 숙종 45년/ 03월

/03일(을해[병자]) 

10
勅使가 종이 묶음과 《동의보감》 등 3, 4종의 물건을 청구

하 다는 내용23)

《조선왕조실록⋅경종실록》 1년

(1721)4월25일

11
칙사가 요구하는 물품가운데 《동의보감》, 청심완, 구미

청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계24)

《승정원일기》  조 11년/ 11월

/16일(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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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의 내용을 통해 먼저 조⋅청 사신 교류에 있어 《동의보감》이 예단 혹은 별단에

14) 《승정원일기》(국사편찬위원회편, 서울인쇄주식회사, 1997), 현종 2년 5월 26일(갑술, 

1661년 治(淸/世祖) 18년), 168책, 303下쪽. 

15) 《승정원일기》, 현종 3년 5월 12일(갑신, 1662년 康熙(淸/聖祖) 1년), 173책, 612上

쪽.

16) 《승정원일기》, 현종 3년 12월 6일(을사, 1662년 康熙(淸/聖祖) 1년) 177책, 818上

쪽.

17) 《승정원일기》, 현종 3년 12월 10일(기유, 1662년 康熙(淸/聖祖) 1년) 177책, 824下

쪽.

18) 《승정원일기》, 숙종 37년 10월 23일(무인, 1711년 康熙(淸/聖祖) 50년) 463책, 177

上쪽. 

19) 《승정원일기》, 숙종 38년 8월 23일(갑술, 1712년 康熙(淸/聖祖) 51년) 471책, 555

上쪽. 

20) 《승정원일기》, 숙종 43년 11월 3일(계축, 1717년 康熙(淸/聖祖) 56년) 505책, 311

上쪽.

21) 《승정원일기》, 숙종 44년 1월 7일(병진, 1718년 康熙(淸/聖祖) 57년) 506책, 369下

쪽. 

22) 《승정원일기》, 숙종 45년 3월 3일(을해[병자], 1719년 康熙(淸/聖祖) 58년) 514책, 

877下쪽.

23) 《(국역)경종실록》(서울, 세종대왕기념회, 1989), 3권, 162쪽.

24) 《승정원일기》, 조 11년 11월 16일(신해, 1735년 雍正(淸/世宗) 13년) 813책, 288

上쪽.

25) 《승정원일기》, 조 14년 2월 21일(계묘, 1738년 乾隆(淸/高宗) 3년) 868책, 890下

쪽. 

26) 《(국역) 조실록》(서울, 세종대왕기념회, 1991), 47권, 226쪽.

27) 《(국역)일성록》(서울, 민족문화추진회, 2005), 48집, 82쪽.

28) 《(국역)일성록》, 48집, 290-291쪽.

29) 《(국역)일성록》, 48집, 182-183쪽.

12
상칙사가 《동의보감》 한질을 입 해 달라는 요구에 응하

겠다는 내용25)

《승정원일기》  조 14년/ 02월

/21일(계묘)

13
칙사가 《동의보감》  淸心丸 50환과 髢髮 두 묶음만 구

하여 갔다는 내용26)

《조선왕조실록⋅ 조실록》  14

년(1738)2월21일

14
칙사를 하는 데에 사용할 《동의보감》을 兩南에서 인

쇄하여 올리라고 명하 다는 내용27)

《일성록》 정조8년(1784) 11월

8일

15
호조가, 勅使와 通官에게  禮單과 노자와 求請을 기록

한 別單에 《동의보감》이 들어있다는 내용28)

《일성록》 정조8년(1784) 12월

9일

16
延接都監이 칙사에게 주는 都給禮單, 例贈, 別贈 등의 별

단을 올렸는데 그 안에 《동의보감》이 있다는 내용.29)

《일성록》  정조 10년(1786) 9

월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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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매우 중요한 물품으로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조⋅청 사신 교류에서 《동의보감》이 이용되는 경우는 

대략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조선 조정에서 주동적으로 중국사

신을 접대하는데 쓰이는 경우, 즉 조선 조정이 예물의 일환으로 중국 사신에게 《동

의보감》을 증정한 경우이다. 위 도표의 14, 15, 16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둘

째는 중국의 사신들이 공식적 혹은 비공식적인 창구를 통해 조선 조정에 《동의보

감》을 직접 요구했던 경우로 도표의 1부터 13까지가 이 경우이다. 후자의 경우는 

두 가지 면에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먼저 표의 5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

면 중국의 사신들 가운데 査官과 通官 등이 《동의보감》 9권을 동시에 요구한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30) 여러 중국 관리가 한꺼번에 《동의보감》을 여러 권 요구

했었다는 사실은 자못 흥미롭다. 그리고 사신들이 공식적인 요청 이외에 사적으로 

《동의보감》을 구하려고 했다는 기록이 발견되는 점은 더욱 흥미롭다. 예를 들어 숙

종 2년 3월 25일의 《승정원일기》에는 사적으로 《동의보감》을 요구하는 李一善의 

요구에 대해 숙종이 許積(1610－1680)과 논의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허적은 

사신인 이일선이 사적으로 鳥銃을 요구한 일을 언급하면서, ｢이일선이 또 《동의보

감》을 요구하는데, 이 서적은 종전에도 중국 사신들이 빈번히 요구했던 까닭으로 

많은 경우 호조에서 처리하 다(彼又求《東醫寶鑑》, 此冊則從前頻頻求索, 故戶曹

多措置)｣31)라고 말한다. 이를 통해 조선에 오는 중국 사신들이 매우 빈번하게 《동

의보감》을 요구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중국 사신들에게 주는 예

단 혹은 중국 사신들이 요구하는 물품에 《동의보감》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은 조

선과 청 양국에서 《동의보감》이 의학서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인정받고 있었음을 의

미하는 것이다. 

30) 《승정원일기》: ｢兵曹判書崔錫恒所啓, 參覈使趙泰東 査鳳城時, 査官及通官等有『東

醫寶鑑』求請之語, 故今番使行, 依數給 云. 前番 査時, 彼人亦以醫鑑九卷及花紋

席十二張, 懇請云. 前後査官求請之物, 不宜異同, 《東醫寶鑑》九件, 一依入 , 采花

席, 亦甚些 , 竝爲入 , 以爲傳給之地, 似宜, 分付戶曹, 何如? 領議政徐宗泰曰, 參

覈使宋正明, 在鳳城之時, 諸査官等, 各以《醫鑑》之冊, 爲請, 以還後陳達, 付給於節

行爲答, 而適在罪職, 不得上達, 以此意, 于臣矣. 件數過多, 似不必盡副, 而旣

是書冊, 許給無妨矣. 上曰, 前後不宜異同, 許給, 可也.｣
31) 《승정원일기》, 숙종 2년 3월 25일(정미, 1676년 康熙(淸/聖祖) 15년), 252책, 369

下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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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주목할 것은 《동의보감》이 중국 사신들에게 하사되거나 증정되었던 기

간이다. 위 표의 내용에 근거할 때 조⋅청 사신 교류에 있어 《동의보감》이 중국사

신에게 하사 또는 증정되는 일은 현종2년(1642)부터 정조10년(1786)까지 근 150

여년 정도의 기간 동안 지속되었다. 하나의 의학서적에 대한 쌍방의 필요가 150여 

년 동안 지속되었다는 점은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 아닐 수 없다. 중요한 점은 150

여 년이라는 시간과 사신 교류를 통해 《동의보감》이 확실하게 중국에 전해졌다는 

것이다. 

또한 《승정원일기》, 《조선왕조실록》과 《일성록》 이외에도 《동의보감》의 중국전파

와 관련된 내용이 연행록에서도 종종 발견된다. 예를 들어 1721년 謝恩副使로 연

경에 다녀온 李正臣(1660-1727)은 연행기록에서 북경에서 연행사신들이 머물렀던 

사찰의 우물물이 탁하여 이를 먹고 사람과 말들이 고초를 겪은 사건을 언급하고 있

다. 이정신은 이 모두가 이전에 사신으로 조선에 왔던 (明)羅詹이 《동의보감》과 淸

心元 三百丸을 요구하 으나 당시의 호조판서 閔鎭遠(1664-1736)이 이를 들어주

지 않자 大怒하여 귀국하 고, 이 일 때문에 후에 나첨이 이정신을 포함한 사은사 

일행에 대해 숙소문제를 포함한 횡포를 부린 것이라고 기술하고 있다.32) 이정신의 

연행기록은 나첨이라는 중국 측 관리의 횡포와 중국 조정의 기강이 해이해졌음을 

지적하는 것이지만 이를 통해 《동의보감》에 대한 중국인의 중시가 얼마나 컸는지를 

설명하는 것이다.

특히 몇 몇 기록에서는 《동의보감》이 중국에 전해진 후에 간행되어 중국 의학계

32) 李正臣曰:｢凡告示使行之䂓例, 在方物呈納之後. 而今番則禮部淸左侍郞羅詹, 使行入

城四日, 創出無前之䂓, 成 告示榜, 付於舘門. 其榜略曰, 閑雜人不許買賣大花西

蕃蓮紋及五爪龍文，黃油靑等段. 史記，兵書，天文，地理等冊, 兵器，硫黃，焰硝，
貂皮，人蔘，銅器等物, 皆係禁條, 幷勿許買賣. 使行軍卒, 稱以駄水, 姿意出入. 其

弊不貲, 今番則不許駄水事告示云云. 不但此也, 逐日 奴, 察舘中凡事. 其 奴 , 

盖欲察通官輩或容護我人, 逐日譏察, 有同摘奸. 以此之故, 一行員役以下, 至於下卒, 

皆積傷於寺中濁井之取飮, 脾胃大敗, 無不大痛. 重 八九日, 輕 四五日, 無不輪痛. 

或有再三經痛 , 三使臣行中馬匹, 通計驛馬刷馬致斃 , 至於十二匹之多. 禮部操切

之弊, 可勝 哉! 盖羅詹前春, 以勑使出來時, 求得《東醫寶鑑》, 唾起百坐淸心元三百

丸. 而戶判閔台鎭遠, 不爲施行, 以此大怒而歸. 故今當使行之入去, 乃爲逞憾, 而閣

以下, 亦不禁止. 使外國使臣, 公然受困. 苟有一分紀綱, 一 臣之放恣, 何敢如此. 

可痛! 可痛!｣《櫟翁遺稿》(서울, 민족문화추진회, 2008), 卷之八, 燕行 , [辛丑六月] 

《韓國文集叢刊⋅續集》  53冊, 143a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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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중시를 받았다는 기록이 확인된다. 예를 들어 朴齊家(1750-1805)는 ｢조선의 

책 가운데 중국에서 간행된 것은 《동의보감》뿐이다｣33)라고 기술하고 있다. 朴趾源

(1737-1805)도 연행 길에서 조선의 서적가운데 중국에서 간행된 것이 매우 드문

데 유독 《동의보감》이 중국에서 널리 유통된 사실과 판본의 精妙함을 언급하면서, 

凌魚의 서문이 있는 중국간본을 구입하려 했으나 비용문제로 구입하여 돌아 올 수 

없었던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고 있다.34) 이상의 내용을 통해 조선은 조정이나 학

자들 모두 《동의보감》이 중국에 전파되고 간행된 것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35) 이는 《동의보감》이라는 의학 서적이 중국 의학에 필적할만하

다는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광해군과 현종 때의 유학자 李徽逸

(1619∼1672)이 조선의 약초가 천하의 으뜸이며 외국의 도움을 빌릴 필요 없이 

자급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동의보감》을 중국 의학에 비견할만한 것이라고 설명

하는 점에서 이 같은 사실을 엿볼 수 있다.36)

33) 朴齊家曰: ｢過鹿隱，麝泉. 次石湖. 余素不善疾作, 而是夜爲酒所使, 走成十疊. 又

云: ｢坐憶飛騰宿昔豪, 遼風薊雨夢騷騷. 春城絃索家家響, 野店梨花樹樹高. 賸有新書

傳許浚, 更無恩榜唱金濤. 苦心政似黃公女, 枉向時人倣默 . 金濤延安人, 登洪武辛

亥制科. 東國書行於天下 , 猶《東醫寶鑑》而已.｣ 《貞蕤閣二集》(서울, 민족문화추진회, 

2001), 261冊, 509a쪽; 正祖曰: ｢許浚所輯《東醫寶鑑》, 中國人購求開板, 廣 天下. 

其唐本, 亦多有貿來於我國 . 我國書冊之有板於中國, 《醫鑑》外未之聞焉. 今之康命

吉, 卽古許浚也. 命纂一部書, 書成, 命名曰《濟衆新編》, 篇帙約, 鄕外庶可易購.｣《弘
齋全書》(서울, 민족문화추진회, 2001), 卷百三十二, 故寔四, 朱子大全[三] 甲寅. 選

文臣金履載, 李英發, 洪奭周. 266책, 119a쪽.

34) 朴趾源曰: ｢我東書籍之八梓於中國 , 甚罕, 獨《東醫寶鑑》二十五卷盛行, 板本精

妙.……余家無善本, 每有憂病則四借鄰閈. 今覽此本, 甚欲買取. 而難辦五兩紋銀, 齎

悵而歸, 乃謄其凌魚所撰序文, 以資後攷.｣ 《燕巖集》(서울, 민족문화추진회, 2000), 

卷之十四, 別集, ｢熱河日記⋅口外異聞｣, 252冊, 291d쪽.

35) 흥미로운 사실은 중국에서 간행된 건륭간본 《동의보감》이 조선으로 유입되어 왕실도서

관인 규장각에 소장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정조년간에 간행된 《奎章總目》에 중국간

본 《동의보감》이 수록되어 있다(《奎章總目⋅醫家類》, 張伯偉編, 《朝鮮時代書目叢刊》, 

北京, 中華書局, 2004.10, 220-221쪽). 현존하는 《규장총목》의 초간본이 正祖5년

(1781) 6월 이전에 편찬되었다는 점과 《규장총목》에 수록된 중국본 《동의보감》에 능어

의 서문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규장총목》에 수록된 중국본 《동의보감》은 건륭년간

에 간행된 판본임이 틀림없다. 현재 규장각에는 중국간본 《동의보감》(奎11720)이 한 

부 소장되어 있는데 정조가 사용했던 ‘홍재(弘齋)’라는 장서인이 확인되는 걸로 미루어 

이 판본이 《규장총목》에 수록되었던 판본으로 추정된다. 

36) 李徽逸曰: ｢吾東藥草之盛, 甲於天下, 不資外國而其用自足. 如《鄕藥集成之方》, 《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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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현종초기부터 정조초기까지 근 150여 년 동안 《동의보감》은 사신 교

류라는 통로를 통해 중국으로 전파되었다. 이것이 《동의보감》이 중국으로 전파되는 

첫 번째 단계이다. 그 구체적인 과정은 조선 조정에서 중국 사신에게 《동의보감》을 

증정했거나 중국 사신들이 공식적인 경로 혹은 개인적인 노력을 통해 《동의보감》을 

수집했던 경우로 나누어짐을 알 수 있다.

2. 《동의보감》의 《고 도서집성⋅의부》로의 편입

그렇다면 중국 사신들에 의해 중국으로 전해진 《동의보감》은 어디로 흘러들어 갔

을까? 이 문제에 대한 검토가 《동의보감》이 중국으로 전파된 두 번째 단계에 대한 

설명이 될 것이다. 먼저 앞서의 논의를 통해서 중국 사신들에게 전해진 《동의보감》

의 일부는 개인적인 용도로 민간에 소장되고 이용되었을 가능성이 컸음을 짐작할 

수 있다. 洪大容(1731~1783)의 연행 기록은 이 같은 추측을 증명한다. 홍대용은 

1765년에 季父 洪檍의 燕京使行에 수행원으로 따라간다. 그는 연행록에서 당시 

통역을 담당했던 邊翰基의 병이 매우 위중했었음을 언급하면서 청의 의사들이 《동

의보감》을 매우 귀중히 여겼으며 민간에서는 간행된 지가 이미 오래되었다고 기록

하고 있다.37) 또한 건륭년간에 출현한 두 종의 중국 판본 王綸手抄本과 璧魚 刻

本이 각각 杭州와 廣州에서 필사 혹은 간행되었다는 점도 《동의보감》이 중국에 전

파된 후에 민간에서 이용되었던 사실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 

물론 《동의보감》이 청 조정으로 유입된 정황도 발견된다. 건륭28년(1763)에 간

행된 벽어당각본 《동의보감》에서 凌魚는 당시에 ｢《동의보감》은 비각에 소장되어 있

어, 세간에서는 쉽게 구할 수 없다(顧書藏秘閣, 世罕得窺)｣라고 말하고 있는데, 

비각은 당연히 청 조정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록을 통해 중국

으로 전해진 《동의보감》이 궁중에도 소장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청대의 官方 기록에 《동의보감》과 관련된 내용은 더 없을까? 필자는 

醫寶鑑》之作, 亦可侔擬於中朝之醫學歟!｣ 《存齋先生文集》(서울, 민족문화추진회, 

1994), 卷之七 <拾遺⋅策題⋅醫藥>, 124冊, 81a쪽. 

37) 洪大容, <燕記⋅京城記略>: ｢俗不尙醫藥. 是行, 淸譯邊翰基病甚危, 徐宗孟護視甚

勤, 爲之求醫而終未得焉. 業醫 甚珍 《東醫寶鑑》, 書舖之刊行久矣.｣, 《湛軒書外集》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2000), 권8, 248책, 27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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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 《淸史稿》와 《明淸實 》 등을 조사해 보았다. 그러나 아

쉽게도 관련 기록을 발견할 수 없었다. 이로 볼 때 비록 중국 사신들이 《동의보감》

의 가치를 인정하여 중국으로 유입하 으나 정부 차원에서 《동의보감》을 활발히 이

용하거나 간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 점은 건륭년간 청 조정이 《四庫全

書》를 편찬하면서 전국적으로 서적 수집 활동을 전개하 는데, 그 과정에서 《동의

보감》의 존재가 언급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더욱 분명해진다. 건륭년간 청 조정은 

《사고전서》의 편찬을 위해 중국 전역에서 서적을 수집하여 중앙정부로 모으고 그 

가운데 가치 있다고 판단되는 서적들을 《사고전서》에 수록하 다. 이 편찬사업의 

기초 작업으로 당시 중국 각성에서는 현지의 서적을 수집하고 그 내용을 목록으로 

만드는 작업이 행해졌다. 이 방면의 내용은 吳慰祖가 校訂한 《四庫各省採進書目》

을 통해 대체적인 윤곽을 살펴볼 수 있다.38) 아쉽게도 《동의보감》은 이 서목에 수

록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다. 동시에 《사고전서》에 수록된 방대한 서적들도 

《동의보감》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39) 건륭38년(1773) 2월에 四庫全書館이 설치

되어 《사고전서》 편찬을 위한 작업이 시작됐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동의보감》이 중

국에서 비록 건륭28년(1763)에 廣州에서 처음으로 간행되기는 했으나, 건륭년간까

지 관방 혹은 민간을 막론하고 간행 횟수나 간행 지역이 매우 제한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주장은 현존하는 《동의보감》의 중국간본이 왕륜수초본과 벽어당본을 

제외하고 모두 가경이후에 간행되었다는 사실이 뒷받침한다. 

그렇다면 청 조정에 유입된 《동의보감》은 정말 종적을 감춘 것일까? 사실은 그렇

지 않다. 흥미롭게도 《동의보감》은 康熙년간에 편찬된 중국 최대의 類書인 《古今圖

書集成⋅博物彙編⋅藝術典⋅醫部》에 수록되어진다. 《동의보감》이 《고금도서집성》

에 수록되었다는 자체만으로도 한⋅중 서적교류사의 관점에서 볼 때 매우 의미 있

는 사건임에 틀림없다. 바꾸어 말하면 《고금도서집성》이라는 당시로서는 가장 규모

가 큰 백과사전류 서적의 편찬에 조선인의 저술이 인용되고 있다는 사실은 동아시

아 지식 유통의 관점에서 볼 때 적지 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점은 《고금도서집성⋅의부》가 중국의학사에 있어서 큰 의미

38) 吳慰祖 校訂, 《四庫各省採進書目》, 《書目類編》(臺北, 成文出版社, 1978).

39)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김호, < 《四庫全書》와 存目에 수록된 한국인 저작과 그 문화의의>

(《중국문학연구》 40, 2010, 201-223쪽)를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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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는 의학 자료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근대이전 중국에서 진행되었던 비교적 대

규모의 의학서적 정리 작업은 대부분 官에 의해 주도되었고, 동시에 관을 통한 의

학서적의 편찬과 발행은 중국 의학 발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 기 때

문이다. 北宋 시대를 예로 든다면 1057년부터 1069년까지 송 조정은 ｢校正醫書

國｣을 설치하여 掌禹錫, 高保衡, 林  등으로 하여금 의서를 교정하게 하 다. 그

리하여 그들은 십여 년의 기간 동안 《證類本草》 등 藥典書의 편집 이외에 《素問》, 

《傷寒論》, 《脈經》, 《諸病源候論》, 《千金翼方》 등 송대 이전의 중요 의학서적의 내

용을 교정하고 註를 달아 정리하는 작업을 하 다. 북송의 의학서적 정리 사업은 

당시 민간의 역량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송 이후 중국 의학 발전에 지대

한 공헌을 하 다. 

이 점에 있어 《고금도서집성⋅의부》도 예외는 아니었다. 《고금도서집성⋅의부》는 

모두 520권으로 <醫部彙 >, <醫部總論>, <醫部醫術名流列傳>, <醫部藝文>, <醫

部紀事>, <醫部雜 >, <醫部外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금도서집성⋅의부》는 

유서인 까닭으로 체례상 기존 의학서적의 내용을 일정한 주제에 따라 발췌, 수록한 

것이다. 다만 한 의서의 내용을 전부 수록하는 경우도 종종 발견된다. 그런 까닭으

로 《고금도서집성⋅의부》에 수록된 醫書, 醫事, 人物들의 광범위함은 이전 의학서

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당시는 물론이고 현재에도 중국의학사의 발전과정

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완비된 의학 문헌자료를 제공하고 있다.40)

《동의보감》이 《고금도서집성⋅의부》에 수록된 것은 의학사적 관점에서 볼 때 두 

가지 측면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첫째, 《고금도서집성⋅의부》는 의학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던 강희제의 명령으로 진행된 편찬사업의 결과물이다.41) 그러므로 

《동의보감》이 《고금도서집성⋅의부》에 수록되었다는 사실은 당시 조선의학을 대표

하는 저서인 《동의보감》이 청 조정이 중심이 되어 진행된 중국 의학계의 지식체계 

수립 작업에 편입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점은 《동의보감》이 강희년간 역대 중

국 의학계의 성과를 수집, 정리하는 과정에서 가치 있는 의학서적으로 평가되었다

40) 이런 까닭으로 《고금도서집성⋅의부》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설립된 후에 《古今圖書集成

醫部全 》이라는 이름으로 두 차례나 간행되었다. 하나는 1934년 상해 中華書局에서 

간행한 銅活字本이고 다른 하나는 1959년 人民衛生出版社에서 출판한 鉛印本이다.

41) 馬伯英, 《中國醫學文化史》,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2010. 357-35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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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 문제를 좀 더 상세히 살펴보기 위해서는 《고금도서집성⋅
의부》에서 《동의보감》과 함께 인용되고 있는 중국 의서의 학술적 가치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흥미로운 것은 《고금도서집성⋅의부》에 수록된 《동의보감》의 내용은 

대부분 兒病과 관련이 있다는 점이다. 《고금도서집성⋅의부》에 《동의보감》이 인

용되고 있는 부분은 모두 10문 33항목에 이른다.42) 같은 부분에서 인용되고 있는 

중국의서는 《幼科發揮》, 《育嬰家秘》, 《嬰童百問》, 《保嬰金鏡 》, 《保嬰撮要》, 《

兒衛生總微論方》, 《幼幼新書》 등의 소아과 전문 의학서와 종합 의학서인 《儒門事

親》, 《奇效良方》, 《醫學綱目》, 《古今醫統》, 《醫學入門》, 《景岳全書》, 《黃帝素問》, 

《醫學正傳》 등이다. 이상에서 열거한 의서들은 모두 당시는 물론 현재에도 중의학

에서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의서들이다.43) 그렇다면 《고금도서집성⋅의부》 편찬자

들의 입장에서는 《동의보감》 역시 앞에서 언급한 중국 의서에 못지않은 가치를 갖

는 의학 서적임에 틀림없는 것이다. 동시에 당시 《고금도서집성⋅의부》에 수록된 

중국인 이외의 외국인 저작은 허준의 《동의보감》이 유일하다는 점에서 더욱 큰 의

미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의학사적 관점에서 볼 때 《동의보감》이 

청 조정에서 편찬한 《고금도서집성⋅의부》라는 의학 체계로 편입되었다는 것에서 

첫 번째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42) 《고금도서집성》에 수록된 《동의보감》의 내용에 대해서는 안상우, < 《古今圖書集成》과 

韓⋅中 醫學交流>, 2-16쪽; 한국한의학연구원 학술정보부, < 《古今圖書集成》⋅醫部의 

《東醫寶鑑》 引用文>, DIGITAL 의부집성 해설, 72-90쪽 등을 참조할 것.

43) 예를 들어 《 동백문》은 (明)魯伯嗣가 撰한 것으로 문답형식으로 소아 질병의 진찰과 

치료를 논술하고 있는 서적이다. 이 서적은 病因, 病理, 證候, 治療, 方藥등 부분에서 

100여종의 소아과 병증을 상세히 논하고 方 840수를 부록으로 기록하고 있다. 내용적

으로도 풍부할 뿐만 아니라 실용성이 뛰어난 의서라고 평가받는다. (明)薛鎧가 찬撰한

《보 촬요》는 《保嬰全書》라고도 불리는데 病症 200여종을 수록하고 있다. 논증이 매

우 상세하고 치료방법이 적절하여 소아과 全書라고 불리는데 모자람이 없는 서적이다. 

종합 의학서 방면에서 《의학강목》은 (明)樓英이 撰한 것으로 명대 이전 여러 醫家의 

학설들을 총괄하고 임상경험을 중시한 치료를 강조함으로써 후세의 의학발전에 큰 향

을 미친 서적이다. 《의학정전》은 (明)虞搏이 撰한 서적으로 內⋅外⋅婦⋅兒⋅口齒 등 

여러 門을 두고 근 100여종의 病證을 수록하고 있다. 하나의 病을 하나의 門類로 하

고 병의 아래에 論證, 脈法, 方法 등의 항목을 두는 체례로 구성되어 있다. 실용적인 

가치를 구비하고 있는 의학서적으로 후세의 의학에 일정한 향력을 갖추고 있다. 이상

의 설명을 통해 《고금도서집성⋅의부》에 수록된 중국 역대 의서는 상당히 높은 의학적 

가치를 인정받는 서적들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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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동의보감》이 《고금도서집성⋅의부》에 수록된 구체적인 이유에 대한 직접

적인 이유나 설명을 《고금도서집성⋅의부》에서는 찾아 볼 수 없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고금도서집성⋅의부》에 《동의보감》이 수록된 원인을 발견할 수 있다. 먼

저 《동의보감》의 내용이 직접적으로 《고금도서집성⋅의부》에 수록될 만한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고금도서집성⋅의부⋅ 兒初生護養門》에는 《동의

보감⋅雜病篇⋅ 兒門⋅ 兒保護法》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양방》:밤에 잘 때는 갓난아이가 팔을 베게 하지 말고 반드시 콩 주머니 1~2

개를 만들어서 아이가 베게 하고, 늘 왼쪽이나 오른쪽 곁에 두어 유모 가까이 자

게 한다. 이불을 덮을 때는 머리와 얼굴을 내놓게 하고, 만약 늘 한 방향으로만 

눕히면 놀라는 병이 생길 수 있으므로 수시로 돌려 눕혀야 한다.44) 

이 내용은 《동의보감》이 (宋)陳自明의 《婦人大全良方》의 내용을 인용한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소아초생호양문｣의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 《부인대전양방》의 내용은 

인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동시에 《동의보감⋅잡병편⋅소아문⋅소아보호법》의 

내용도 ｢소아초생호양문｣에 수록된 다른 중국 의서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다. 또한 

《고금도서집성⋅의부⋅ 兒驚癎門四》부분에서는 《 兒衛生總微論方》, 《幼幼近

編》, 《喩昌寓意草》, 《景岳全書》, 《동의보감》 등 5권의 의서 자료 총 34條가 수록

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소아위생총미논방》은 4조, 《유유근편》은 5조, 《유창우의

초》는 2조, 《경악전서》는 9조, 《동의보감》은 14조가 수록되어 있다. 즉 《동의보감》

의 수록 내용이 전체 분량의 절반에 가까울 정도로 많다. 이 점은 소아 驚風에 있

어서 중국 의서에 비해 《동의보감》의 내용이 더욱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 점이 바로 《고금도서집성⋅의부》에 《동의보감》이 수록된 직접

적인 원인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고금도서집성⋅의부》에서 자료를 수록할 때의 체례나 

경향성이 《동의보감》에서도 발견된다는 것이다. 《고금도서집성⋅의부》는 자료 수록

에 있어 의학이론과 임상경험을 동시에 중시하고 있다.45) 즉 의학이론과 임상경험

44) (淸)陳夢雷, 《고금도서집성⋅의부⋅소아초생호양문》(成都, 中華書局/巴蜀書社, 1985), 

55674쪽. 

45) 黃海波, < 《古今圖書集成》醫學文獻的應用>, 《北京中醫藥大學學報(中醫臨床版)》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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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토대로 한 치료방법을 결합시켜 병 증상에 대한 진단, 方藥, 약 복용법 등을 기

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鍼灸, 單方, 引과 醫案의 내용까지도 광범위하게 수록

하고 있다. 《동의보감》 역시 醫論과 醫方을 모두 중시하면서 비록 그 처방 내용이 

중국 의서에 있는 것이라도 충분한 임상경험을 기초로 한 것이다.46) 또한 단방, 

침구와 의안 등의 내용까지도 수록하고 있다. 동시에 《고금도서집성⋅의부》의 분류

방법이나 자료 수록 방식이 《동의보감》과 유사성을 갖고 있다. 혹자는 이 현상을 

통해 《동의보감》이 《고금도서집성⋅의부》의 편찬목적과 편제형식에 많은 향을 끼

쳤을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한다.47) 요컨대 체례상의 공통점에서도 《고금도서집

성⋅의부》에 《동의보감》이 수록된 이유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Ⅲ. 嘉慶이후 《동의보감》의 국에서의 간행  
수용 양상 

《동의보감》이 중국에 전해진 이후에 매우 여러 번 간행되었다는 조선 학자들의 

기록이 사실임을 증명하듯이 중국간본 《동의보감》은 매우 많은 판본이 현존한다. 

최수한의 조사에 의하면 중국간본 《동의보감》은 모두 16종이나 현존한다.48). 그러

2007, 33-35쪽.

46) 동의과학연구소편, 《東醫寶鑑》 제1편 내경편(서울, 휴머니스트, 2002), ｢역자서문｣.
47) 백상용⋅안상우는 <醫部全 의 編輯體制와 主題分類>(《한국한의학연구원논문집》  8-1, 

2002, 15쪽)에서 ｢본 醫部의 편제방식은 중국에서 이전에 출판된 여러 임상전서와 많

은 차이가 있으며, 이보다 130년쯤 전에 출판된 우리나라의 《東醫寶鑑》과는 編制나 

收載方式이 대체로 유사하다. 또 《東醫寶鑑》을 인용한 대목도 다른 중국출판서적과 달

리 10종 이상에 보이니, 《동의보감》이 본서의 편찬목적과 편제형식에 많은 향을 끼

쳤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라고 주장한다. 이외에 신동원도 《동의보감》이 《고금

도서집성의부전록》에 끼친 향이 뚜렷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그 이유로 ｢가장 많이 

인용되었다는 점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목차 구성에도 향을 미쳤다｣라고 주장한

다(앞의 책, 360쪽). 필자도 이런 의견에 일정 부분 동의한다. 다만 좀 더 확실한 근거

가 제시되지 않는 상황에서 《동의보감》이 《고금도서집성⋅의부》의 편찬목적과 편제형식

에 많은 향을 끼쳤다고 추측하는 것은 객관성이 다소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향후 이 

문제에 대한 더욱 치 한 논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48) 최수한, < 《東醫寶鑑》 版本 >, 231~2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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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최수한이 언급한 16종의 중국판본 이외에도 다른 판본이 존재하는 것은 물론이

려니와 고서의 형태가 아니고 근래에 출판된 인본 혹은 교감본 《동의보감》을 조

사해 보면 그 수는 더욱 증가한다. 한 서적에 대한 판본의 수가 이토록 많다는 것

은 이 서적에 대한 학술계의 중시를 여실히 나타내는 것이다. 즉 《동의보감》의 중

국에서의 간행 횟수를 통해 우리는 《동의보감》이 중국 의학계에서 얼마나 중시를 

받았는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49)

아래에서는 청 가경 이후 《동의보감》의 간행 상황과 중국 의학계가 《동의보감》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수용했는지의 문제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해 보고

자 한다.

1. 간행 주체의 변화와 《동의보감》의 국에서의 간행

먼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은 중국간본 《동의보감》의 간행 주체가 《고금도서집

성⋅의부》를 기점으로 점차로 민간으로 확대된다는 점이다. 현재까지 발견된 가장 

이른 판본인 왕륜수초본50)부터 淸末까지 중국간본 《동의보감》의 주요 판본은 거의 

모두 중앙정부에서 출판한 것이 아니라 민간에서 출판한 것이다. 이런 현상은 건륭

이후 《동의보감》에 대한 중국 의학계의 중시가 점차로 민간으로 확대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먼저 이 문제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건륭이후부터 民國초기까

지 간행된 중국간본 《동의보감》의 주요 판본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51)

49) 張文宣은 《동의보감》의 중국에서의 간행상황에 대해 ｢《東醫寶鑑》이 18세기 초엽에 중

국에 傳入된 뒤, 1763년 정부 당국이나 개인이 이를 출판하기 시작하여, 그 출판회수

는 지금에 이르기까지 무려 25회나 된다. 그 가운데 淸朝와 民國 시기의 출판회수는 

19회이며 평균 10년에 한 번씩 연속적으로 출간되었다. 1949년에 와서 출판회수는 비

록 2회밖에 되지 않으나 그 인쇄부수는 13,750部나 된다. 대만에서도 30여년 동안 3

개 출판부문에서 6회나 출간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 《東醫寶鑑》이 中國醫學에 미

친 影響>, 《龜巖學報》  3, 1993, 30-32쪽.

50) 이 판본은 崔秀漢 < 《東醫寶鑑》 版本 >에서 처음 소개되었다. 王綸은 序文에서 간행

동기를 ｢苦原板毁廢, 書無傳世. 予卽得是書, 又苦力不從心, 不能付之棗梨, 愛而拜

以備體察, 更加 正絶無一字之誤. 使 症用藥, 則藥無不效矣. 或行或藏, 未始無補

於世. 因志一 以質之高明云爾.｣라고 기록하고 있다.

51) 이 표는 崔秀漢 < 《東醫寶鑑》 版本 >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정리한 27종의 중국간본

가운데 출판 주체를 알 수 있는 판본을 정리한 것이다. 다만 표의 맨 오른쪽에 표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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版本 刊行(筆寫)年度 刊行機構 所在地

王綸手抄本 乾隆12년(1747)丁卯 個人 杭州

璧魚 刊本 乾隆28년(1763)癸未 璧魚 廣州

敦化 刊本 嘉慶元年(1796)丙辰 敦化 金陵

英德 刊本 嘉慶元年(1796)丙辰 英德 未詳

富春 刊本 道光11년(1831)辛卯 富春 金陵

崇 刊本 道光27년(1847)丁未 崇 未詳

近文 刊本 光緖3년(1877)丁丑 近文 廣東

抱芳閣刊本 光緖11년(1885)乙酉 抱芳閣 常熟

江左書林刊本 光緖15년(1889)己丑 江左書林 上海

校經山房石印本 光緖16년(1890)庚寅 校經山房 上海

閔萃祥序刊本 光緖16년(1890)庚寅 個人 上海

掃葉山房刊本 光緖16년(1890)庚寅 掃葉山房 州

掃葉山房鉛印本 光緖34년(1908)戊申 掃葉山房 州

廣益書局石印本 民國6년(1917)丁巳 廣益書局 上海

千 石印本 未詳 千 書局 上海

錦章圖書局石印本 未詳 錦章圖書局 上海

錦索書局石印本 未詳 錦索書局 上海

(표1) 국간본 《동의보감》의 주요 본

이 표의 내용에서 우리는 세 가지 측면에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먼저 주

목해야 할 것은 중국간본 《동의보감》의 간행시기이다. 왕륜수초본과 벽어당간본을 

제외하고는 그 간행시기가 모두 가경이후이다. 이 현상은 《동의보감》이 중국 민간

지역으로 전파되어 가는 과정과 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즉 건륭년간 항주와 광

주에서 《동의보감》이 필사되거나 간행된 것은 《동의보감》의 유통이 광범위하지 않

은 상태에서 개인적인 필요에 의해 진행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가경 

이후 《동의보감》의 빈번한 간행은 건륭이전 시기보다 《동의보감》에 대한 민간의 수

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출현한 현상이라고 판단된다. 

둘째, 건륭 년간에 간행된 판본을 포함해 대다수의 판본이 민간인 혹은 민간출판

기구들에 의해 간행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동의보감》에 대한 민간의 수요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민간 출판기구가 중심이 되어 집중적으로 간행하 음을 반증하는 것

어 있는 각 출판기구의 소재지는 필자가 조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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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한 가지 주의를 기울여야 할 점은 《동의보감》을 간행한 민간의 출판기구가 

매우 유명한 곳이었을 뿐만 아니라 종종 저명한 의서들을 간행한 곳이라는 공통점

이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위 도표에서 언급한 돈화당은 건륭48년(1783)에 

(明)張介賓의 《경악전서》  64권을, 덕당은 건륭35년(1770)에 (淸)舒詔가 편찬한 

《再重訂傷寒集注》  10권과 부록5권을, 도광6년(1826)에는 (明)李時珍의 《本草綱

目》을 각각 간행하 다. 錦章書局 역시 民國4년(1915)에 《補注黃帝內經素問》을 

간행하 다. 즉 민간 출판기구들은 기본적으로 리활동을 목적으로 서적을 출판하

기 때문에 위에서 언급한 민간 출판기구들이 중국 역대의 저명한 의서와 함께 

《동의보감》을 간행했다는 것은 당시 민간에서 《동의보감》에 대한 의학적 수요가 상

당했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마지막으로 주목할 것은 간행 주체의 소재지이다. 왕륜수초본과 벽어당각

본이 항주와 광주지역에서 필사되거나 간행된 이후로 《동의보감》을 간행한 출판사

들의 소재지가 점차 다른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 표에 기재된 

간행주체의 소재지를 가경연간을 기점으로 지도에 지역별로 표시하면 아래와 같다.

杭州

廣州

金陵
常熟

上海
蘇州

廣州

그림1) 건륭 년간 《동의보감》의 필사지역과 그림2) 가경 이후 《동의보감》의 간행지역

간행지역

결론적으로 《동의보감》은 중국에 전파된 이후로 시기적으로 가경 이후에 민간의 

출판기구가 중심이 되어 활발히 간행되었다. 그 간행지역 역시 건륭년간 항주와 광

주에서만 필사 혹은 간행되었던 것이 상해, 금릉(남경), 상숙, 소주 등으로 다변화



《東醫寶鑑》의 국 와 간행에 한 再論  45

되었다. 그렇다면 가경 이후 《동의보감》이 江 지역의 상숙, 남경, 상해, 소주 등지

에서 집중적으로 간행된 이유는 무엇일까? 물론 일차적으로는 이 지역이 중국에서

도 문화적으로 중심 지역이라는 점이 이유가 될 것이다. 그러나 더욱 근본적인 원

인은 강소지역이 전통적으로 출판문화가 매우 발달한 지역이라는데 있다. 청대를 

예로 든다면 강소 지역은 문화적 기초가 튼실하면서 장서가가 대부분 서적 출판을 

겸하고 있었다. 위 분포도에 표시된 지역의 하나인 남경은 강남 최대 출판지의 하

나로 전국 각지의 서적중개상들이 이곳에서 대규모로 책을 매매하던 곳이었다. 

(淸)李綠園의 《岐路燈》에는 하남성 개봉부에서 큰 서점을 운 하던 한 서적 중개

상이 한 번에 남경에서 수천 량의 銀子에 해당하는 서적을 샀다는 일화가 기록되어 

있을 정도이다.52) 이 관점에서 볼 때 리를 목적으로 민간 출판기구에서 간행된 

《동의보감》이라는 의학 서적이 남경, 상해 등에서 집중적으로 간행, 매매되었다는 

점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동의보감》의 중국에서의 유통 상황을 좀 더 상세히 살펴보기 위해 청

대의 주요 藏書目 에 《동의보감》이 수록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 이유

는 중국의 장서목록은 종종 당시 통행되었던 서적을 수록하면서 동시에 일정시기 

학술사상의 변천 양상을 반 하기 때문이다.53) 즉, 다수의 목록에 수록되어진 서

적의 종류와 양을 통해 특정시기 학술사상의 변천을 고찰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아래에서는 청대 주요 장서목록에 《동의보감》이 수록되어 있는 경우를 조사한 것이

다. 

52) 曹之, 《中國古籍版本學》(臺北, 洪葉文化出版社, 1994), 380쪽.

53) (淸)章學誠이 목록을 통해서 ｢학술을 구별할 수 있고, 그 원류를 고구하여 밝혀낼 수 

있다(辨章學術, 鏡源流)｣라고 학술연구와 목록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좋은 

설명이 된다. 더욱 자세한 관점은 徐有富, 《目 學 學術史》(北京, 中華書局, 2009)

의 내용을 참조할 수 있다.

순서 자 서명
장서

소재지
내용

1
周中孚 

(1768-1831)
《鄭 讀書記》 上海

《東醫寶鑑》二十三卷. 明高麗

許浚奉勅撰. 高麗國刊本

2 楊以增 《海源閣宋元秘本書目補遺》 山東聊城 《東醫寶鑑》 明高麗刻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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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에서 언급한 장서목록은 모두 청대를 대표하는 것들이다. 특히 육심원의 

｢벽송루｣, 정병의 ｢팔천권루｣와 양이증의 ｢해원각｣은 청말의 四大藏書樓로서 이곳

의 장서목록은 학술적으로 매우 가치 있다고 평가받는다. 이 관점에서 볼 때 이들 

목록이 《동의보감》을 중국 역대의 저명한 의서들과 함께 수록하고 있다는 자체가 

《동의보감》의 학술적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다. 특히 《팔천권루

서목》과 《고월장서루서목》 등은 청대의 여러 목록가운데서도 중요한 의학서들을 수

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는 목록인데, 이들 목록에 《동의보감》이 수록되었다는 

사실은 《동의보감》의 의학서적으로서의 가치를 설명하는 좋은 예가 아닐 수 없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이들 장서목록의 대상이 되었던 장서의 소재지이다. 각 

장서목록의 수록 대상인 장서의 소재지를 (그림2)의 ｢가경 이후 《동의보감》의 간행

지역｣과 비교하여 보면 《동의보감》은 간행이후에 그 유통된 지역이 더욱 넓어졌음

을 알 수 있다. 즉 장서가들의 수집활동을 통해서 《동의보감》이 간행되었던 지역의 

범위를 뛰어넘어 더 광범위하게 유통되었다는 의미이다. 특히 산동, 산서, 귀주 지

역으로까지 그 범위가 넓어졌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상의 내용을 지도에 표시

(1788-1855)

3
莫友芝 

(1811-1871)
《郘亭知見傳本書目》 貴州獨山

《東醫寶鑑》二十三卷. 明高麗

許浚撰. 高麗刊本

4
丁日昌 

(1823－1882） 《持靜齋書目》 廣東豊

《東醫寶鑑》二十三卷 目 二

卷, 乾隆癸未坊本. 明朝鮮許浚

奉敎撰); 《東醫寶鑑》二十三卷

目 二卷. 東洋刊本

5
耿文光 

(1830-1910)
《萬卷精華樓藏書記》 山西靈石縣

《東醫寶鑑》二十卷. 許浚撰. 高

麗國本

6
陸心源 

(1834-1894)
《皕宋樓藏書志》 浙江歸安

《東醫寶鑑》二十三卷. 《目 》

二卷 高麗刊本, 許浚奉敎撰

7 丁丙 (1832-1899) 《八千卷樓書目》 浙江錢塘
《東醫寶鑑》二十六卷. 朝鮮許

浚撰. 朝鮮刊本

8
徐樹蘭 

(1837-1902)
《古越藏書樓書目》 浙江紹

《東醫寶鑑內景》四卷《外形》(四

卷《雜病》十二卷《湯液》三卷《針

灸》二卷. 朝鮮許浚. 乾隆二十

八年 德左翰文刻本

(표2) 청  주요 장서목록에 기록된 《동의보감》 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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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아래와 같다.

金陵
常熟

上海
蘇州

廣州

上海
浙江錢塘

山東聊城

貴州獨山

廣東豊順

山西靈石縣

浙江歸安
浙江紹興

北京

그림3) 가경 이후 《동의보감》의 간행지역 그림4) 가경 이후 《동의보감》의 유통지역

《동의보감》의 유통 문제와 관련하여 한 가지 설명이 필요한 것은 장서목록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북경 지역의 문제이다. 청의 수도 던 북경에는 당연히 《동의보

감》이 유통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 이유는 당시 청조의 서적유통 상황을 고려

할 때 북경의 琉璃廠은 중국 전역에서 간행된 서적이 모여드는 중국에서 가장 활

발한 서적 유통 지역이었기 때문이다. 사실상 강소 지역에서 간행된 서적은 지역적 

접근성이 좋은 관계로 특히 빠른 시간 안에 북경지역으로 유통되었다. 洪大容

(1731-1783)의 연행기록은 이 같은 사실을 직접적으로 설명한다. 홍대용은 북경

에 관한 연행 기록인 <燕記⋅京城記略>에서 중국 의생들이 《동의보감》을 매우 중

시하여 민간에서 간행된 지가 오래되었다고 기술하고 있다.54) 이 기록의 내용으로 

볼 때 홍대용은 북경에서 직접 《동의보감》을 보았다는 것이고, 이는 당시 북경에서 

《동의보감》이 실제 유통되고 있었다는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이다.55) 

54) 洪大容 <燕記⋅京城記略>云: ｢業醫 甚珍《東醫寶鑑》, 書舖之刊行久矣.｣ 《湛軒書外

集》, 卷八, 248冊, 278쪽. 

55) 심지어 청의 수도 던 북경에서도 《동의보감》이 간행되었다는 기록이 발견된다. 조선 

후기의 학자 李學逵(1770-1835)는 《동의보감》이 건륭년간에 북경에서 간행되어 많은 

역관들이 구입하 다고 기술하고 있다. <感事三十四章甲申>云: ｢醫鑑鏤痕新. 陽平君

所纂《東醫寶鑑》, 乾隆秊間, 自燕 鏤版, 象胥多購來 .｣ 《洛下生集》(서울: 민족문화

추진회, 2002), 洛下生藁[上], 觚不觚詩集, 《韓國文集叢刊》  290冊, 548a쪽.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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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논의를 통해 《동의보감》은 가경 이후 민간의 의학 수요에 의해 활발히 간

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청대 저명한 장서가들의 수집대상이 되었을 정도로 그 유통 

지역이 간행 당시에 비해 더욱 광범위해졌음을 알 수 있다. 가경 이후 《동의보감》

의 간행지역과 유통지역을 합치면 상당히 넓은 지역임을 알 수 있고, 이것은 중국

학자들의 관점에서도 《동의보감》이 적지 않은 학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분명하

게 증명하는 것이다.56) 

2. 《동의보감》에 한 국 의학계의 수용태도

그렇다면 중국 의학계는 왜 《동의보감》을 중시했을까? 그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

일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을 할 수 있다고 생

각한다.

첫째, 가장 두드러진 이유는 《동의보감》이 갖는 의학서 자체의 가치 때문이다. 

왕륜수초본의 跋文에서 왕륜은 허준의 《동의보감》을 구해본 후 약재의 성질과 맛에 

관한 기록이 분별하지 않음이 없고 병증도 상세히 살피지 않은 것이 없다고 평하면

서 진실로 내용이 잘 갖추어진 의서라고 《동의보감》의 의학적 가치를 높게 평가하

고 있다.57) 특히 일부 학자들은 《동의보감》의 내용이 당시 중국 의원들의 잘못까

지도 바로 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능어는 건륭년간 《동의보감》의 간행과정을 설

명하면서 ｢당시 의원들이 오류를 많이 범함에 사람을 북경으로 보내어 《동의보감》

을 베껴오도록 하 다(憫時醫多誤, 人赴都鈔 ).｣라고 필사동기와 과정을 기록

하고 있다. 閔萃祥(1849–1904)도 光緖16년(1890)에 쓴 ｢東醫寶鑑序｣에서 《동의

보감》을 가리켜 ｢진실로 의학가운데 실제를 구하는 서적｣58)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북경에서 간행된 판본을 확인하지 못한 까닭으로 이 주장의 확실성에 대한 논의는 더 

많은 사료의 확보가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56) 《동의보감》외에 《濟衆新編》도 종종 청대 장서목록에서 발견된다. (淸)潘祖陰

(?-1890), 《滂喜齋藏書記》: ｢《高麗刻濟衆新編》  八卷. 五冊. 高麗內閣刻本, 題內局

首醫康命吉奉敎撰｣; (淸)丁丙(1832-1899), 《八千卷樓書目》: ｢《高麗刻濟衆新編》八

卷. 朝鮮康命吉撰. 朝鮮刊本｣ 등이 그 예이다.

57) 閻桂銀ㆍ馮晶, <王如 手抄本東醫寶鑒探討>, 《中華醫史雜志》  32-3, 2002, 152쪽에

서 재인용.

58) (淸) 閔萃祥撰, <東醫寶鑑序>曰: ｢誠醫學中徵實之書｣, 《增圖東醫寶鑑》(臺北, 廣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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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요컨대 청대 건륭년간 이래로 중국 의학계는 《동의보감》이 실증적인 종합의

학서로서 당시 중국의학의 부족한 점을 일정부분 보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는 의미이다. 

흥미로운 것은 비록 소수이지만 당시의 의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의보감》을 

직접적으로 이용했다는 기록도 발견된다. 예를 들어 (淸)袁枚(1716－1797)는 《子

不語》에서 蕭山의 李選民이라는 사람이 우연히 사찰에서 만난 여인과 결혼을 하

는데 후에 그 여인이 여우(狐)의 화신임을 알고 쫓아내려 했으나 방법이 없었는데, 

마침 그의 친구인 楊孝廉이 《동의보감》에 기록된 ｢여우를 물리치는 방법(治狐術)｣
을 써볼 것을 권유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그 기록의 끝은 아래와 같

다.

(이선민과 양효렴이)함께 유리창에 가서 《동의보감》을 구해 조선인에게 번역하

게 하여 그대로 행하니 여자가 과연 울면서 떠나갔다. 이 일은 내가 서강지역의 

사온산 태사의 집에서 양효렴이 말한 것을 직접들은 것인데 아쉽게도 《동의보감》

의 몇 권 몇 쪽인지를 묻지 않았다.59)

중요한 점은 양효렴이 북경의 유리창에서 《동의보감》을 구해서 그 안의 처방을 

직접 실험해 보았다는 것이다. 청말의 의학가인 陸以湉(1802~1865)은 《冷廬醫

話》에서 위의 인용문을 언급한다. 동시에 처방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음을 지적하고

는 《동의보감⋅잡병편》 <邪祟⋅辟邪丹>의 내용을 기술하면서 원매가 언급한 처방

이 이것이 아니겠는가(隨園所云，殆即此歟)?라고 주장한다.60) 사실상 ｢邪祟｣는 

명청시기 많은 중국의서에서 다루어졌던 중요한 의학 문제 으며, 특히 ｢妖狐｣는 

書局, 1981), 1쪽.

59) (淸) 袁枚, < 《東醫寶鑑》有法治狐>: ｢遂偕往琉璃廠, 覓得是書. 求東洋人譯而行之, 

女果涕泣去. 此事余在西江謝縕山太史家, 親見楊孝廉爲余 之. 惜未問其《東醫寶鑑》

中是何卷 ｣, 《淸代筆記叢刊⋅子不語》(濟南, 齊魯書社, 2001), 1590쪽.

60) 《冷廬醫話》云: ｢袁隨園《子不語》， 《東醫寶鑒》有法治狐，而不述其方. 按︰是書“邪

祟門”中有辟邪丹，蒼朮、當歸各一兩，桃奴五錢，雄黃、朱砂各三錢，牛黃、麝香各

一錢為末，酒糊丸，如龍眼大，金箔為衣，每一丸，臨臥以木香湯化下，諸邪不敢近

體. 更以絳囊盛五七丸，懸床帳中, 尤妙. 隨園所云，殆即此歟？此方程杏軒《醫述》采

載，無牛黃，有甘草，赤茯苓改用茯.｣ 卷4, ｢邪祟｣, 《續修四庫全書⋅子部⋅醫家類》

1029책(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5), 35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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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邪祟의 유형가운데 가장 주목을 받았던 것이다. 《동의보감》은 사수라는 질병

에 대해서 ｢氣血이 몹시 虛하고 神氣가 부족하거나 痰火가 몰려서 그런 것이지 정

말로 요사스러운 귀신이 있어 그런 것은 아니다. 《입문》｣ 혹은 ｢사람이 오색 빛의 

이상한 헛것이 보인다고 하는 것은……실제로 헛것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니, 이

것은 원기가 극도로 허약해진 증상이다. 《정전》｣61) 등의 중국의서의 내용을 인용

하면서 약과 침술을 이용한 치료법을 제시한다. 흥미로운 것은 《동의보감》의 치료

법이 명청 시기 중국의서와 거의 같은 경향성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62)

또한 《동의보감》은 청대에 方劑用藥의 劑量 부분에서 중국의서와 비교대상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육이첨은 《냉려의화》의 <質正>편에서 藥料의 제량 문

제에 있어 《동의보감》과 청대의 저명한 의학가인 王丙(1733-1803)의 견해를 비교

하면서 《동의보감》의 제량이 상대적으로 너무 많다는 의견을 제시한다.63) 주지하

다시피 허준은 《동의보감》에서 방제와 관련된 많은 중국 의서의 원문을 인용하고 

있지만 藥量에 있어서는 인용 원문의 내용을 따르지 않고 적절한 변화를 주었다. 

예를 들어 張仲景이 사용한 一兩과 허준이 사용한 一兩은 1:2.7의 비율이다. 즉, 

《동의보감》에 기재된 약재의 양이 중경에 비해 감소되었다는 의미이다.64) 육이첨

은 바로 이 점을 중요시 한 것이다. 왕병은 《상한론》에 정통한 의학가로 《 正古今

權量說》등 중국 고대 약용 도량형의 고증에 깊이 있는 연구를 진행했던 학자 다. 

그러므로 육이첨이 왕병과 《동의보감》의 약료 제량을 비교했다는 것은 《동의보감》

의 방제학적 가치를 증명하는 실례라고 할 수 있다.

《동의보감⋅침구편》의 내용도 청대 의학에 일정한 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61) 허준지음, 동의문헌연구실 옮김, 진주표 주석, 권 규⋅김광중외 감수, 《동의보감⋅사

수편》(서울, 법인문화사, 2007), 1463쪽.

62) 명청시기 사수에 대한 설명은 陳秀芬, <當病人見到鬼: 試論明淸醫 於｢邪祟｣的態

度>, 林富士編, 《宗敎 醫療》(臺北, 聯經, 2011)을 참고할 것.

63) 《冷廬醫話》: ｢王樸莊 古方一兩 ，今之七分六釐，一升 ，今之六杓七杪. 《東醫寶

鑑》 古方一兩 ，今之三錢二分五釐，一升 ，今之二合五杓. 如《仲景》炙甘草湯，
藥料 多，共曰十六兩，用酒七升，水八升. 準於王說，為今之三兩四錢九分六釐，今

之七合有零，則酒水太 ; 如《東醫寶鑑》之說，為今之十四兩九錢五分，今之三升七合

五杓，則藥料太多，似當從王之兩數，《東醫寶鑑》之升數，乃為得之.｣ 卷5, <質正>, 

383쪽.

64) 이 문제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姜赫俊, 《 《東醫寶鑑》方劑引文 主要中醫原著比 硏

究》(中國中醫科學院博士學位論文, 2009), 33-34쪽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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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清)廖潤鴻(1835~？)의 《勉學 針灸集成》이 《동의보감⋅침구편》의 거

의 모든 내용을 인용하고 있기 때문이다.65) 다만 중국 학계는 《면학당침구집성》이 

인용하고 있는 자료가 대부분 張介賓의 《類經⋅圖翼》에서 연유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 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동의보감⋅침구편》, 《면학당침

구집성》과 《류경⋅도익》의 ｢九鍼｣ 부분을 비교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65) 車武, 《許浚《東醫寶鑑》的理論價値及其影響硏究》, 中央民族大學 博士學位論文, 

2011, 122쪽.

66) 허준지음, 동의문헌연구실 옮김, 진주표 주석, 권 규⋅김광중 외 감수, 《동의보감》, 

2051쪽.

동의보감⋅침구편66) 면학당침구집성 류경⋅도익67)

製九鍼法○內經曰, 虛實之要, 九鍼

妙 , 爲其各有所宜也. 註云, 熱

在頭身宜鑱鍼, 分肉氣滿宜圓鍼, 脈

氣虛 宜鍉鍼, 瀉熱出血發泄痼病宜

鋒鍼, 破癰腫出膿血宜鈹鍼, 調陰陽

去暴痹宜圓利鍼, 治經絡中痛痹宜毫

鍼, 痹深居骨解腰脊節腠之間 宜長

鍼, 虛風 於骨解皮膚之間 宜大

鍼, 此之 各有所宜也.○鍼形有九, 

敍之於左.

內經日, 虛實之要, 九針 妙

, 為其各有所宜也. 注云, 熱

在頭身宜 針, 分肉氣滿宜圓

針, 脈氣虛針, 瀉熱出血發洩

痼病宜鋒針, 破癰腫出膿血宜

鈹針, 陰陽去暴痺宜圓利針, 

治經絡中痛痺宜毫針, 痺深居

骨解腰脊節腠之間 宜長針, 

虛風 於骨解皮膚之間 宜大

針, 此之 各有所宜也. 針形

有九, 敘之於下

一曰鑱鍼○長一寸六分, 頭大末銳, 

主瀉陽氣. 靈樞○平半寸, 長一寸六

分, 頭大末銳, 主熱在頭分. 易

一曰針長一寸六分, 頭大末銳, 

主瀉陽氣. 靈樞○平半寸, 長

一寸六分, 頭大末銳, 主熱在

頭分. 易

一曰鑱鍼, 其頭大, 其末銳, 

取法於巾鍼, 去末寸半漸銳

之, 長一寸六分. 主熱在頭身

用之.

二曰圓鍼○長一寸六分, 鍼如卵形, 

揩摩分間, 不得傷肌肉, 以瀉分氣. 

靈樞○鋒如卵形, 內分氣病宜用此. 

易

二曰圓針長一寸六分, 針如卵

形, 揩摩分間, 不得傷肌肉, 以

瀉分氣. 靈樞○鋒如卵形肉, 

分氣病宜用此.

二曰員鍼, 筩其身, 卯其鋒, 

取法於絮鍼, 長一寸六分, 主

治分內間氣滿身用之.

三曰鍉鍼○長三寸半, 鋒如黍粟之

銳, 主按脈勿陷. 以致其氣.易 ○脈

氣虛 宜此. 易

三曰針長三寸半, 鋒如黍粟之

銳, 主按脈勿陷, 以致其氣. 易

○脈氣虛 宜此. 易

三曰鍉鍼, 其身大, 其末員, 

取法於黎粟之銳, 長三寸半, 

主按脈取氣令邪氣出.

四曰鋒鍼○長一寸六分, 三隅, 以

發痼疾. 易 ○瀉熱出血, 發泄痼疾. 

易  

四曰鋒針, 長一寸六分, 三

隅, 以發痼疾. 易 ○瀉熱出

血, 發洩痼疾.. 易

四曰鋒鍼, 筩其身, 鋒其末, 

取法於絮鍼, 長一寸六分. 主

癰熱出血用之. 九鍼十二原篇

曰, 三隅, 以發痼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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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製九鍼法｣에 대한 설명에 있어 위의 4가지 경우 이외에 ｢鈹針｣, ｢圓利針｣, 
｢毫針｣, ｢長針｣, ｢大針｣의 내용에 있어서도 《동의보감⋅침구편》과 《면학당침구집

성》은 거의 일치하는 반면 《류경⋅도익》의 내용은 다소 다르거나 상대적으로 소략

하다.68) 또한 《동의보감⋅침구편》의 ｢제구침법｣ 이하 ｢鍊鍼法｣부터 ｢鍼入着肉｣까
지 27조의 자료 배열순서와 내용이 《면학당침구집성》 권1의 관련 부분과 일치한다. 

이상의 비교를 통해 내용적으로 《면학당침구집성》은 《류경⋅도익》보다는 오히려 

《동의보감⋅침구편》과 많은 부분이 일치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물론 《면학당

침구집성》이 《동의보감⋅침구편》에서 인용하고 있는 중국 의서들의 내용을 개별적

으로 인용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다만 인용 내용 및 순서 등을 

고려할 때 《동의보감⋅침구편》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점

과 관련하여 중국 의서가 《동의보감》을 중요시 한 이면에는 《동의보감》에 기재된 

내용이 믿을만한 것이라는 관점이 작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어 《동의보감⋅
外形篇⋅鼻》와 (淸)沈金鰲의 《雜病源流犀燭⋅鼻病源流》의 내용을 비교해 보면 

일정한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脈法｣에서는 두 의서 모두 《의학정전》의 

같은 내용을 인용하고 있다. 또한 처방에 있어 ｢辛夷膏｣의 내용도 거의 일치한

다.69) 물론 이런 현상이 청대 의서들이 《동의보감》의 향을 직접적으로 받았다는 

절대적인 증거는 될 수는 없다. 다만 상술한 청대 의학에 대한 《동의보감》의 향

문제는 《동의보감》이 중국 의학계에 믿을만한 자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고찰할 

때 더욱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상에서 언급한 예들은 《동의보감》의 의학지식이 청대 의학에 구체적으로 활용

67) 《類經圖翼》, 《文淵閣四庫全書》  776冊(臺北, 商務印書館, 1983), 卷4, 801-802쪽.

68) ｢구침｣에 대한 내용은 《류경》에도 수록되어 있다. ｢鑱鍼｣부터 ｢鋒鍼｣까지의 내용을 살

펴보면 ｢一曰鑱鍼, 長一寸六分. 鑱鍼 , 頭大末銳, 去瀉陽氣.九鍼詳註見下文……二

曰員鍼, 長一寸六分. 員鍼 , 鍼如卵形, 揩摩分間, 不得傷肌肉, 以瀉分氣……三曰鍉

鍼, 長三寸半. 鍉鍼 , 鋒如黍粟之銳, 主按脈勿陷. 以致其氣……四曰鋒鍼, 長一寸六

分. 鋒鍼 , 三隅, 以發痼疾.｣(《類經》, 《文淵閣四庫全書》  776冊, 卷19, 359쪽)이

다. 흥미로운 것은 이 내용이 《류경⋅도익》의 관련 내용보다 《동의보감⋅침구편》의 내

용과 더욱 유사하다는 점이다. 또한 분량면에서도 여전히 《동의보감⋅침구편》과 《勉學

針灸集成》의 관련 내용보다는 소략하다. 이로 볼 때 《면학당침구집성》이 인용하고 

있는 자료가 대부분 張介賓의 《류경⋅도익》에서 연유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고 할 수 있다.

69)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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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진 예이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상술한 청대학자들의 평가와 인식이 현재 중국 

의학계에서도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동의보감》이 ｢조선에서 醫家가 저술한 漢

方 의서가운데 가장 저명한 것으로 임상지도와 문헌연구 방면에 커다란 참고가치를 

지니고 있다｣70)라든가, ｢중국과 조선 의약학의 기초이론, 병증처방, 약물조제 및 

침구 등에 대해 전면적이고 종합적인 작업을 진행했다｣, 혹은 ｢《동의보감》의 중국 

전파와 판각 간행은 중국의학 연구에 커다란 향을 끼쳤다｣71) 등의 인식과 평가

는 현재의 연구자들이 청대의 왕륜, 육이첨, 료윤홍 등과 같은 맥락에서 《동의보감》

을 이해하고 있음을 설명하는 것이다. 

둘째, 《동의보감》이 중국에서 여러 차례 간행되고 중시를 받은 이면에는 책속에 

가치 있는 중국 의서를 많이 인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원인을 제공한다. 앞

에서 언급한 《고금도서집성⋅의부》에 수록된 《동의보감》의 내용이 이미 이런 사실

을 설명한다. 《고금도서집성⋅의부⋅소아경간문사》에는 5종류의 의서 내용이 수록

되어 있는데 《동의보감》의 수록 내용이 가장 많다. 자세히 살펴보면 《고금도서집

성⋅의부⋅소아경간문사》에 수록된 《동의보감》의 내용이 대부분 저명한 중국 의서, 

예를 들어 (宋)楊士瀛의 《仁齋 兒方論》, (明)李梴의 《醫學入門》, (元)위역림의 

《得效方》 등의 것이다. 심지어 (朝鮮)金禮蒙등이 편한 《醫方類聚》의 내용도 발견

《동의보감⋅외형편⋅비》(668쪽, 672쪽)

《잡병원류서촉⋅비병원류》(《續修四庫全

書⋅子部⋅醫家類》  1024책(上海, 上海

古籍出版社, 1995), 570-571쪽)

맥

법

左寸脈浮緩, 爲傷風鼻塞流涕. 

右寸脈浮洪而數, 爲鼻衂鼻齄.《正傳》

正傳曰:左寸脈浮緩, 爲傷風鼻塞流涕. 

右寸脈浮洪而數, 爲鼻衂鼻齄也.

신

이

고

治鼻中瘜肉, 窒塞疼痛. 辛夷二兩, 細

辛⋅木通⋅木香⋅白芝⋅杏仁各五錢. 

右以羊髓⋅猪脂二兩和藥, 於石器內慢

火熬成膏, 取赤黃色, 放冷, 入龍腦⋅麝

香各一錢爲丸, 綿裹塞鼻中, 數日脫落, 

卽愈.《御院》

又辛夷二兩, 細辛⋅木通⋅木香⋅白

芝⋅杏仁各五錢. 羊髓⋅猪脂各二兩, 

石器內慢火熬膏, 赤黃色, 待冷, 入氷麝

各一錢爲丸, 棉裹塞鼻, 數日脫落, 卽

愈.

70) 許浚編著, 天津中醫學院 主校, 郭靄春等 交點, <內容提要>:｢在朝鮮醫家所撰的漢方

醫著中 負盛名, 指 臨床和文獻硏究都頗具參 價値｣, 《東醫寶鑑》(北京, 中國中

醫藥出版社, 1996)

71) 李經緯, 林昭庚主編: ｢ 中國和朝鮮醫藥學的基礎理論, 病症醫方, 藥物方劑和針灸

等進行全面綜合｣, ｢《東醫寶鑑》的傳入及其版刻刊行 中國醫學的硏究起了很大作用.｣
《中國醫學通史: 古代卷》(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9), 5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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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흥미로운 것은 ｢소아경간문사｣에 수록되어 있는 기타 중국 의서, 《소아위생

총미론방》, 《유유근편》, 《유창우의초》, 《경악전서》 등의 내용이 위에서 언급한 《동

의보감》이 인용하고 있는 의서의 내용과는 서로 중복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렇다

면 《고금도서집성⋅의부⋅소아경간문사》에 《동의보감》의 내용이 수록된 것은 《동의

보감》이 가치 있는 중국 의서(심지어 조선 의서)의 내용을 수록하고 있기 때문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더욱이 《동의보감》이 중국에 전파된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

라 중국 의학계는 《동의보감》이 중국 의서를 많이 수록하고 있다는 점을 더욱 중요

하게 생각하게 된다. 예를 들어 耿文光(1830-1910)은 ｢《동의보감》에서 인용하고 

있는 서적 80여종은 모두 우리 중국의 것으로 조선의 것은 3종류에 불과하다(中所

引書八十餘種, 率吾中土之書, 東國所撰 , 不過三種)｣72)라고 《동의보감》의 인용

서가 대부분 중국 의서임을 강조하고 있다. 《續修四庫全書總目提要(稿本)》73)은 

더욱 직접적으로 《동의보감》에 인용된 중국 의서의 문헌가치를 강조한다. 《속수사

고전서총목제요(고본)》은 먼저 조선이 중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하여 있어서 사회적 

분위기가 대동소이했고, 예로부터 문물이 매우 번성했으며 양국 간에 활발한 서적 

교류가 진행되어 왔음을 지적한다. 그리고 뒤이어 빈번한 서적교류의 배경 하에서 

《동의보감》이 인용하고 있는 唐代 이전 의학서적의 문헌가치를 아래와 같이 언급하

고 있다.

이 서적에서 인용하고 있는 唐이전의 고서들 가운데 중국에서 이미 사라졌다고 

하는 佚書도 있다. 다만 원서가 존재했던 것인지 다른 서적으로부터 인용한 것인

지 알 수 없다.74)

72) 《萬卷精華樓藏書記》, 李茂如等編, 《歷代史志書目著 醫籍彙 》(北京, 人民衛生出版

社, 1994), 938쪽.

73) 《속수사고전서총목제요(고본)》은 1928년 일본의 ｢東方文化事業總委員 ｣에 소속된 

｢北平人文科學硏究所｣에서 일본에서 반환한 ｢庚子賠款｣의 일부분을 ｢續修四庫｣의 경

비로 충당하면서 중국의 학자들 80여명을 초빙하여 먼저 목록을 만들고 서적을 수집하

여 提要의 방식으로 써낸 청대 학술에 대한 전체적 평가를 담고 있는 목록서이다.

74) 中國科學院圖書館整理, 《續修四庫全書總目提要(稿本)》: ｢是書所引唐以前古籍, 間

有中土已稱佚本. 第未知其是否猶存原書. 抑從他書轉載及之 .｣(北京, 齊魯書社, 

1999), 10권, 30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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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하다시피 <歷代醫方>에는 《동의보감》 편찬 시 참고했던 86종의 의서가 기록되

어 있다. 그 가운데 83종은 중국의서이고 3종만이 조선의서다. 그러나 《동의보감》

을 자세히 살펴보면 인용한 서적은 86종보다 훨씬 많다. 위 만의 연구에 따르면 

《동의보감》에 실제로 인용된 중국 역대의서는 182종이고 조선의서는 7종에 달한

다.75) 중요한 것은 《속수사고전서총목제요(고본)》의 지적대로 《동의보감》에 인용된 

서적가운데 상당수가 현재 중국에 전해지지 않는 佚書(후세에 전해지지 않는 서적)

와 未見書(관련 사료에 간행되었다는 기록이 발견되지 않는 서적)라는 점이다. 이 

내용을 검토하는 것은 《동의보감》의 가치 및 동아시아 의학사를 연구함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먼저, 《동의보감》에는 현재 중국에 전해지지 않는 의서의 내용이 다수 수록되어 

있다. 그 가운데 대부분은 명대이전의 서적이다.76) 예를 들어 《동의보감》에서 인용

되고 있는 (明)倪維德의 《續醫說》은 현재 전해지지 않고 있는 의학 서적이다.77) 

그리고 《동의보감》에서 인용되고 있는 《金匱要略》의 내용을 宋定本 《금궤요략》과 

비교하여 보면 내용상의 차이는 물론이려니와 현존하는 《금궤요략》에 수록되지 않

은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78) 또한 仲景의 干湯이나 仲景單方의 石膏 방제 인용

75) 魏英萬, 《朝鮮時代 重要 5種 醫書의 引用書目에 관한 硏究》, 석사학위논문, 원광대

학교 대학원 한의학과, 2001, 45-50쪽. 이에 비해 崔秀漢은 《 《東醫寶鑑》引書 》(《延

邊醫學院學報》  14-1, 1991.3, 62-68쪽)에서 《東醫寶鑑》은 <역대의방>에서 86종의 

의서를 열거하고 있지만 사실상 의서 180종을 인용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朝鮮醫書 5

종, 非醫學書籍이 60종 그리고 逸書40종과 14종의 未見醫書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

한다. 위 만과 최수한의 견해에 약간의 차이가 나타나는데 향후 이 부분에 대한 정

한 조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76) 李良松은 <從《四庫全書》看中醫典籍文化的傳承 發展>(《中醫硏究》  26-1, 2013, 

52-57쪽)에서 《全國中醫圖書聯合目 》의 내용을 토대로 현존하는 중국 고대 의학서

적의 85% 이상이 모두 청 건륭이후에 간행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약 

15%만을 차지하는 현존하는 명 이전의 중국 고대 의서는 원래의 양과 비교할 때 매우 

적은 것이다. 이 관점에서 볼 때 당연히 실전되거나 기록에 남아있지 않는 의학 서적이 

다수 존재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동의보감》에 

인용된 <일서>와 <미견서>는 모두 중국 의학계가 명대 이전 중국의 의학 사료를 수집⋅
정리하는데 있어 의미 있는 집일(輯佚)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77) 車武, 《許浚《東醫寶鑑》的理論價値及其影響硏究》, 116쪽.

78) 姚佳音, < 《東醫寶鑒》引證《金匱要略》內容 >, 《上海中醫藥大學學報》  25-2, 2011, 

23-24쪽; 崔馨仁, 《傷寒論在韓國的流傳及 韓醫學的影響》, 山東中醫藥大學碩士學

位論文, 2000, 24-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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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 인용 원전인 《상한론》, 《金匱玉函經》, 《金匱要略方論》  등에서 관련 내용이 

발견되지 않는다.79)

다음으로, 《동의보감》에 인용된 대다수의 <일서>와 <미견서>는 한중 의학교류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왜냐하면 《동의보감》에 중국에서도 실전되거나 간

행 기록이 발견되지 않는 서적의 내용이 인용되어 있다는 것은 《동의보감》의 편찬

자가 해당 <일서>와 <미견서>의 내용을 이용하 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물론 《동

의보감》이 참고한 것이 해당 <일서>와 <미견서>가 아닌 유서 혹은 다른 의학 서적

에 수록된 내용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의방유취》가 대표적인 경우일 것이다. 《의

방유취》에는 150여종에 이르는 대량의 중국 의학 서적이 인용되고 있다. 그리고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현존하지 않는 의서이다.80) 동시에 이 서적은 《동의보감》의 

편찬에 있어 체제구성이나 내용의 직접 인용에 있어서도 커다란 향을 주었다.81) 

이런 까닭으로 《동의보감》에 인용된 적지 않은 <일서>와 <미견서>의 내용이 《의방

유취》에서 전승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어 현재 중국의 의학목록에도 기록

되어 있지 않은 (明)無名氏의 《仙傳濟陰方》이 《의방유취》와 《동의보감》의 인용서

에 공통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에서 실제적인 증거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동의보감》에 인용된 <미견서> 가운데 일부 서적, 예를 들어 南宋 黎

民壽의 《簡易方論》, (元)徐文中의 《加減十三方》, (明)郭鑒의 《醫書集略》 등이 현

재 일본에 현존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동의보감》 편찬 당시의 조선에도 해당 

<미견서> 들이 소장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설명한다. 좀 더 엄 한 입장에서 

보더라도 《동의보감》에 인용된 <일서>와 <미견서>는 적어도 근대이전 한국과 중국

간 의학 서적의 교류가 매우 활발했음을 증명하는 자료가 된다고 생각한다. 사실상 

임진왜란으로 인해 조선에 소장되어 있던 많은 중국 고서들이 불타거나 일본으로 

약탈되어 건너갔지만, 《동의보감》에 인용된 희귀한 중국 의서들의 존재를 통해 한

79) 朱建平, 강혁준, < 《東醫寶鑑》에 수록된 방제에 관한 초보 연구>, 《한국한의학연구원논

문집》  14-2, 2008, 131-146쪽.

80) 최항수, 신순식, < 《醫方類聚》의 引用書에 관한 연구(1)>, 《한국한의학연구원논문집》 

3-1, 1997, 17-40쪽; 안상우, < 《東醫寶鑑》의 ‘類聚’ 인용문에 대한 고찰>, 《한국의사

학회지》  13-1, 2001, 60-64쪽.

81) 안상우, < 《醫方類聚》가 《東醫寶鑑》 편찬에 미친 향>, 《한국의사학회지》  13-2, 

2000, 93-10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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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의학 교류사의 한 단면을 추론할 수 있다는 점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또한 현존하는 중국 의학 목록에도 수록되어 있지 않은 (宋)陳文中의 《活動新書》, 

(宋)劉元斌의 《脈訣》 같은 서적은 중국 의학사의 서술 범위를 넓히는 자료로 활용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 

셋째, 중국 의학계는 《동의보감》을 조선의학을 이해하는 하나의 대표적인 창구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 같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먼저 주목할 점은 청대의 일부 저술

에서 《동의보감》이라는 서명에서 ｢동의｣가 갖는 의미에 주목 하거나, 《동의보감》으

로 대표되는 조선의학을 중국의학과 구별하는 경향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먼저 《동

의보감》이라는 서명에서 동의라는 두 글자가 갖는 함의에 주목하고 있는 경우를 살

펴보자. 《정당독서기》에서는 《동의보감⋅집례》에서 허준이 중국에서 북의(北醫)와 

남의(南醫)가 있어 의학의 도가 서로 다를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제시한 ｢우리나라

는 동쪽에 위치해 있으면서 醫藥의 도가 실처럼 끊이지 않으니 우리나라의 의학 역

시 東醫라고 말할 수 있다.｣82)라는 관점을 수용한다. 또한 《만권정화루장서기》에

서도 ｢동의라고 하는 말은 나라가 동쪽에 있다는 것이다.｣83)라고 동의라는 단어의 

의미에 주목하고 있다. 만약 중국학자들이 보기에 《동의보감》이라는 조선의 의학 

서적에서 동의가 갖는 함의가 단순한 것으로 별반 의미가 없었다면 굳이 《동의보

감⋅집례》에서 허준이 기술하고 있는 내용에 의미를 부여할 하등의 필요가 없을 것

이다. 

다음으로 일부 청대의 의학목록에서 《동의보감》을 중국의학과 다른 의학체계로 

인식하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이 방면의 대표적인 예가 서수란의 《고월장서루

서목》이다. 이 목록은 비교적 일찍이 근대 서양과학체계의 학문관을 반 하고 있다

는 점에서84), 그리고 청대의 여러 목록가운데서도 중요한 의학서들을 수록하고 있

는 점에서 주목받는 목록이다. 《고월장서루서목》  卷五 學部의 生理學第十一은 모

두 의학저서를 수록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장서목록의 분류체례이다. 서수란

은 목록 전체를 <醫學總義>, <東西洋醫學總義>, <雜病>, <婦科産科兒科>, <眼科>, 

82) 《동의보감⋅집례》: <我國僻在東方, 醫藥之道不絶如線, 則我國之醫, 亦可 之東醫

也.>63쪽.

83) 耿文光, 《萬卷精華樓藏書記》: ｢其 東醫 , 國在東也｣, 李茂如等編, 《歷代史志書目

著 醫籍彙 》, 938쪽.

84) 鄭偉章, 《文獻家通 》, 北京, 中華書局, 1999, 107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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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科>, <全體學>, <本草>, <方書>, <平時調攝> 등 10개로 세분하면서 <의학총의>

에서는 중국의서를, <동서양의학총의>는 서양인이 漢譯한 서양의서와 《동의보감》을 

수록하고 있다.85) 이것은 《동의보감》을 중국의서와 함께 수록했던 이전의 목록하

고는 다르게 《동의보감》을 중국의서와는 다른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실례이다. 

또한 <동서양의학총의>에 수록된 12종의 의서 가운데 11종이 서양 의서이고, 《동

의보감》만이 유일하게 동양의 것이다. 이 점은 《동의보감》을 서양의서와 어깨를 나

란히 하는 중국의학을 제외한 동양 의학의 대표 저서로 인정하고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상술한 개념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동의보감》을 통해 조선 의학을 개괄할 수 

있다는 개념으로 발전한다. 《속수사고전서총목제요(고본)》에서는 《동의보감》에 대

해서 아래와 같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

나라 밖으로 전해진 것은 오직 이 책(《동의보감》)과 康命吉의 《濟衆新編》이 있

다. 강명길의 《제중신편》은 이 책보다 뒤에 역시 국왕의 명을 받들어 편찬한 것으

로 간요함을 위주로 처방은 많으나 병에 대해 논한 부분은 적어서 이 책의 상세함

에 미치지 못한다. 조선의학의 개요를 고증하고자 하면 이 책을 온상으로 삼지 않

을 수 없다.86)

특정 의학 서적을 통해 한 국가의 의학을 개괄할 수 있다는 평가는 실로 대단한 

평가가 아닐 수 없다. 이를 통해 중국학자들에게 《동의보감》은 단순한 한권의 의학 

서적이 아니라 조선의학을 대표하는 의서로 인식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예를 통해 청대 이후로 일부 학자들은 의학적 관점에서 《동의보감》으로 

대표되는 조선 의학의 독자성을 일정 부분 인정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동의학이

라는 개념을 바라보는 중국학자들의 견해는 상당히 분명하다. 혹자는 《향약집성방》

부터 《동의보감》까지의 출현을 가리켜 ｢중의학을 조선화 하려는 노력의 새로운 기

점｣87)이라고 평가하기도 하고, 혹자는 《동의보감》을 동의의 발전과정에서 가장 중

85) 李茂如, 《歷代史志書目著 醫籍彙 》, 1112-1117쪽. 

86) 中國科學院圖書館整理, 《續修四庫全書總目提要(稿本)》: ｢至流傳國外 , 惟是書及

康命吉《濟衆新編》. 康書在是書之後, 亦奉敎撰, 以簡要爲主, 方多論 , 不及是書之

詳洽. 欲 朝鮮醫學槪略 , 能不得不以是書爲淵藪也.｣(北京, 齊魯書社, 1999), 10

권, 30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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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의서로 취급하기도 한다.88) 심지어는 조선에서 《동의보감》과 《三方撮要》 등 

일련의 의학저서가 출현한 것은 비록 중국 의학과의 연관성을 완전히 단절하는 것

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의 자립 체계를 갖추었다고 평가하면서 이를 ｢東醫

學派의 起｣, 혹은 ｢이는 마땅히 한국 의학자들이 스스로 하나의 流派를 형성해

가는 행동 체현으로 볼 수 있으며 ‘東醫’의 독립과도 연관 지을 수 있다.｣89)라고 

평가한다. 비록 위에서 언급한 《동의보감》의 독자성에 대한 청대 학자들의 인식이 

현재처럼 명확하지는 않지만 일맥상통한다는 점에서 근대이전 《동의보감》에 대한 

인식에 대한 고찰은 중국에서 동의학이라는 개념의 형성에 대한 史的 검토를 함에 

일정한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중국학자들이 《동의보감》을 무조건적으로 높게 평가한 것은 아니다. 《동의

보감》이 중국에서 간행되고 실제적으로 이용되면서 점차로 《동의보감》의 부족한 점

을 지적하는 의견들이 출현한다. 예를 들어 민췌상은 《동의보감》 가운데 ｢古方分兩

太多｣와 관련된 주장이 ｢특히 배우지 않은 잘못｣이라고 지적하면서 ｢(허)준은 상고

함이 깊지 못하면서도 번번이 (내용을)삭제하고 고치니 그 무단함이 매우 심하

다｣90)라고 《동의보감》의 부족한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耿文光(1830-1910)은 

(淸)陳念祖의 《醫學三字經》에 대해 설명하면서 ｢방각본 《萬病回春》, 《嵩崖遵生》, 

《沈氏遵生》, 《동의보감》  등의 서적은 (내용이)상세하게 구비되어 있지 않은 것이 

아니지만 임상적으로 조사하여 대조하여 보면 부합하는 것이 매우 적으니 대개 근

본을 잊고 부차적인 것을 쫓은 것이다.｣91)라고 《동의보감》을 비평한다. 비록 이런 

87) 李經緯主編, <明淸時期中外醫藥交流>: ｢由鄕藥化至東醫, 或可 中醫學朝鮮化努力

的新起占｣, 《中外醫學交流史》(湖南, 湖南敎育出版社, 1998), 235쪽.

88) 朴昌根, <東醫發展史略>, 《醫古文知識》  2, 2004, 19쪽.

89) 이 문제에 대해서는 馬伯英, 《中國醫學文化史》(上海, 上海人民出版社, 2010, 33-34

면)을 참조할 것. 《中外醫學文化交流史》(馬伯英⋅高晞⋅洪中立著, 鄭遇悅譯)는 이 

현상에 대해서 ｢당연히 동의학의 건립은 한국의학이 중국의학과의 연관을 탈피했다는 

것을 의미한 것은 절대 아니다. 반대로 이것은 한국의학이 자기들의 主幹을 가지게 되

었으며 한층 더 靈活하게 각종 다른 방향에서 의학의 양을 섭취할 수 있게 되었음을 

표명하는 것이다.｣라는 견해를 견지한다. <제4절 東醫集成과 自立體系｣(서울시, 전파

과학사, 1997), 60쪽.

90) 閔萃祥撰, <東醫寶鑑序>: ｢尤不學之過｣, ｢浚旣不深攷, 輒用刪改, 武斷孰甚焉｣, 《增
圖東醫寶鑑》, 1쪽.

91) 耿文光, 《萬卷精華樓藏書記》: ｢坊刻《萬病回春》《嵩崖遵生》《沈氏遵生》《東醫寶鑑》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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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보감》에 대한 비평이 모두 사실은 아니지만, 조선후기 학자들의 저술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정조는 《동의보감》의 내용을 근거로 《壽

民妙詮》을 편찬하면서 ｢고금의 의서가운데 우리나라의 쓰임에 알맞은 것을 구한다

면 양평군 허준의 《동의보감》만한 것이 없다. 그러나 그 이론과 처방을 논함에 있

어 장황하고 번잡하고 체례도 갖추어있지 않다.｣92), ｢본조의 의학 서적으로는 오

직 허준의 《동의보감》이 가장 상세하다고 일컬어져 왔으나 글이 번거롭고 뜻이 중

복되는가 하면 소홀하거나 빠뜨린 부분이 또한 많았다.｣93)라고 《동의보감》의 부족

한 점을 지적하기도 한다.

요컨대 경문광, 민췌상같은 중국학자들이 《동의보감》에 대해 나름의 관점에서 비

평을 전개하고 있다는 사실은 《동의보감》에 대한 중국학자들의 이해가 전파 초기에 

비해 더욱 깊어졌고 실제적인 임상시험에 《동의보감》이 이용되었음을 시사하는 것

이다. 

Ⅳ. 나오는 말

이상의 논의를 통해 본문은 아래와 같은 몇 가지 결론을 얻었다.

첫째, 《동의보감》은 조선 조정에서 중국 사신에게 《동의보감》을 증정했거나 혹은 

중국 사신들이 공식적인 경로 혹은 개인적인 노력을 통해 《동의보감》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중국으로 전파된다. 《동의보감》은 중국으로 유입된 이후에 먼저 《고금도

서집성⋅의부》에 수록됨으로써 강희년간 청 조정이 주도한 의학 편찬사업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이 부분이 바로 《동의보감》이 중국 관방의학 체계로 편입되는 과

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 후 가경년간 이후로는 민간의 의학 수요에 근거하여 민간 

書, 非不詳備, 而臨時査 , 絶 符合, 槪逐末而忘本也｣, 李茂如等編, 《歷代史志書

目著 醫籍彙 》, 935쪽.

92) <壽民妙詮九卷寫本>: ｢古今醫書中, 苟求其切於我東之用, 莫如陽平君許浚《東醫寶

鑑》一書. 但其論理論方, 相 錯雜, 體例頗欠整齊｣,  《弘齋全書》 卷百七十九, 《羣書標

記》一, 御定[一], 267冊, 494a쪽.

93) <濟衆新編九卷>: ｢本朝醫書, 惟許浚《寶鑑》, 稱詳核. 然文繁意疊, 疎漏亦多｣, 《弘
齋全書》卷百八十四, 《羣書標記》 六, 命撰[二], 267冊, 580a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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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기구가 중심이 되어 활발히 《동의보감》을 간행함으로써 민간의학으로 편입되는 

과정을 밟는다. 이 과정에서 《동의보감》의 필사지나 간행지는 건륭년간 광주와 항

주에만 국한되어 있던 것이 더욱 다변화되어 중국 출판문화의 중심지인 강소지역의 

상숙, 남경(금릉), 상해, 소주 등지로 확대된다. 동시에 《동의보감》은 청대 유명 장

서가들의 수집대상이 되면서 《팔천권루서목》과 《고월장서루서목》 등과 같은 중요한 

장서목록에 수록되어진다. 그리고 이를 통해 그 유통범위가 산서, 산동, 귀주 등 지

역으로 확대된다. 

둘째, 《동의보감》에 대한 중국 의학계의 수용양상을 살펴보면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먼저 《동의보감》이 중국에 전해진 뒤로 중국 의학계는 《동

의보감》의 의학적 가치를 충분히 인정한다. 이를 증명하듯 원매의 《자불어》나 육이

첨의 《 려의화》, 그리고 료윤홍의 《면학당침구집성》 등에 《동의보감》의 내용이 직

접적으로 언급되거나 인용된다. 다음으로 중국학자들은 《동의보감》이 중국에서도 

실전된 귀중한 중국의서들을 많이 인용하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 동시에 중국학자

들은 《동의보감》을 통해 조선의학을 이해하고 개괄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

다. 마지막으로 초보적이지만 청대 중기이후부터 일부학자들은 《동의보감》을 매개

체로 하여 조선의학을 중국의학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인식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중국학자들의 조선의학에 대한 인식변화에 있어 《동의보감》은 이정표 역할을 했다

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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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look into the meaning of the 

introduction of Dongeuibogam to China and the publication of it 

in China in terms of East Asian medicine history.

This study will review the meaning of the introduction of 

Dongeuibogam to China and the publication of it in China in two 

aspects. First, the process of the introduction of it to China will 

be reviewed more closely in comparison with previous studies. To 

do this, the process of the introduction of it to China by Chin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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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oys will be firstly reviewed. And then, the content of 

Dongeuibogam and the background of the inclusion of it included 

in ‘Gujintushu jicheng EuiBoo’ Ch’ing Dynasty compiled later will 

be reviewed. By doing this, the process of the inclusion of 

Dongeuibogam into Ch’ing Dynasty’s nationally recognized 

medicine will be reviewed. In addition, the fact that 

Dongeuibogam was all published by the private sector after it was 

introduced to China, especially starting the Jiaqing Reign in the 

Ch’ing Dynasty, was noted. Through this, the process of the 

inclusion of it into Chinese folk medicine was reviewed. Second, 

after it was introduced to China, what Chinese scholars at that 

time thought of it will be reviewed more specifically. According to 

the relevant records, the Chinese scholars thought that they 

could understand and summarize Chosun medicine through it 

fully recognizing the medicinal value of it. In addition, they noted 

that it quoted many lost Chinese medical books. Finally, they 

started to recognize the meaning of Dongeui presented in 

Dongeuibogam by Huh Jun as Chosun’s own medicinal system. 

Especially, after Western medicine was introduced to China in the 

19th century, the world of Chinese medicine differentiated Chosun 

medicine, represented by Dongeuibogam, from Chinese medicine 

differentiating Chinese medicine from Western medicine. It can be 

seen that this tendency still continues.

In summary, this study intended to further expand the existing 

meanings, obtained through the previous studies, of the 

introduction of Dongeuibogam to China and the publication of it 

in China in terms of East Asian medicine history by reviewing 

the meaning of the introduction of it to China in terms of 

Chinese medicine history, not looking into it in terms of Cho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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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gle perspective). 

【主題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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